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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베델의 집은 정신장애인 대안공동체인가?*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관점을 중심으로 2)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정신장애인 대안공동체로 알려진 일본 베델의 집을 혁
신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
로는 베델의 집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어떤 측
면에서 혁신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지방문조사
와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
의 특성은 지역사회에 소규모로 분산된 그룹홈을 중심으로, 시설중심이 아닌 서비스중
심 체계로 구축되어 있었다.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볼 때, 베델
의 집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물적 토대로 하
여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고유한 철학과 이념을 대안공동체적 생활양식으로 실현한 모범
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 베델의 집의 혁
신성은 정신 증상에 대한 비약물적 접근, 정신증상과 생활상의 문제해결에서 당사자의
주체적 역량을 우선으로 하는 실천원칙 그리고 정신장애인 상호 돌봄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의학적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치환하여 인간행동의 변화를
도모한 실천전략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주제어：베델의 집, 당사자연구, 대안공동체, 사회복지프로그램, 일본 정신장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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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가까운 나라 일본 홋가이도에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고민하는 연구자, 인
권운동가 그리고 정신보건전문가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 있다. 홋가이도 서쪽 해안가
에 있는 우라카와라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150여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살
고 있다. 마을 끝에는 100개의 정신병상을 가진 적십자병원이 있었지만 20여년에 걸쳐
점차 입원자수가 감소하다가 마침내 2014년에 와서 완전히 폐쇄되었다. 지역사회에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환청이나 망상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하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퇴근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다. 임금은 자신이 보고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생산성과
상관없이 배분된다. 외지에서 손님이 오거나 누군가 생일을 맞으면 함께 모여서 축하
하고 식사하는 부라부라카페가 있다. 여기에서는 정신장애인들로 구성된 식당직원들이
서빙을 하고 당사자밴드가 댓가를 받고 연주를 한다. 그리고 우라카와지역의 정신장애
인은 ‘당사자연구’라는 독특한 집단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당사자연구는 정신장애
인 당사자 스스로가 정신장애 상태에서 연유하는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찾아가는
실천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당사자연구를 통해 발견한 패턴을 토대로 자기병명을 만든
다. 자기병명은 일찍이 정신분열증 혹은 조울증이라는 병명 아래 대부분 정신장애를
획일화하였던 의료적 관행에 대한 도전이다. 자기병명은 당사자가 어떤 망상이나 환청
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동료에서 전
달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생활양식이나 경제적 관계에서 생활을 공
유하고 있는 집단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대개 하나의 ‘대안적인 공동체’라는 시선으
로 바라본다. 이러한 경향은 많지 않는 장애인관련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발달장애인 대상의 캠프
힐(이인영․신용웅, 2004)과 홈스테드(김영례, 2016)를 대안적인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규명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통칭 베델의 집이
라고 알려진 우라카와지역의 정신장애인들의 공동거주, 생산관계 그리고 공유된 생활
양식을 대안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호현, 2016). 좀 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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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이인영․신용웅(2004)은 농토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공동주거로 구성된
캠프힐공동체를 장애인거주시설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김영례(2016)
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대안공동체가 사회적 돌봄을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와
동일한 일본 우라카와 베델의 집을 대상으로 한 김호현(2016)의 연구는 대안적 경제,
정신장애에 대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등 세가지 측면에서 베델의 집
을 대안공동체로서 포착하면서 대규모 거주시설보다 더 나은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영역에서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의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대규모 입원/입소 상황1)을 고려하면, 정신장애인공동체에 대한
실천적, 학문적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즉 대규모 시설이 불가피하게 초래하
는 몰개성화, 집단적 통제, 자율성 억압 등은 이 분야의 실무자, 연구자들이 새로운 대
안을 도모하는 노력을 자극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앞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함의는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극복해야할 한계를 남기고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
구들이 기존 거주시설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안공동체의 우월성을 발견하는 데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 혹은 사회서비스제도 개선에서의 함의는 상대적
으로 제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캠프힐, 홈스테드 그리고 베델의 집 등을 대안공
동체라는 관점에서 주목함으로써 그것들이 사회서비스제도 내에서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인 공동체 혹은 대안공동체 논의가
좀 더 풍부한 실천적, 제도적 함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안공동체가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의 장애인복지서비스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안공동체가 공동체운동가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대안
으로 확산되는 데에 필요한 제도 구축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베델의 집을 일본 장애인복지서비스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델의 집은 대안공동체적 요소를 가진 하나의 사회복지프로그

1)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보고서(2017)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자의입원을
2001년 6.7%에서 2016년 35.6%로 증가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60% 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이 자의에 반
하여 입원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및 입소자의 재원 기
간은 2000년 277일에서 2016년 303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입원문제에 대한 해결전망이 불
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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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베델의 집은 일본 정신보건 혹은 장애인복지서비스체계에
의해 배태된 정신장애인 문제에 혁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바
라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신장애인 서비스법제는 정신위생법 → 정신보건법 → 정
신보건복지법체계로 이행해왔다. 우리도 이와 유사하게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복지법
체계로 이행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제도적 맥락과 비교적 유리되지
않은 성찰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와 일본은 서로 유사한 정신장애인 서비스체계
를 경험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혁신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어떠한 측면에서 혁신
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탐구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일본 우라카와 베델의 집
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 베델의 집 프로그램은 장애인서비스체계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일본 베델의 집은 어떤 측면에서 혁신성을 띤 사회복지프로그램인가?

Ⅱ. 이론적 논의
1. 대안공동체와 사회복지프로그램
인간은 모두 공동체에 속해있다. 공동체는 가족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형성 및 유지의 이유가 매우 다양하다. 공동체는 인간의 생존방식이며 삶의 표현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강대기, 2001). 인간은 자연적으로 혹은 운명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
거나 참여한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이유
는 개인의 특별한 욕구나 생활상의 문제를 사람들과의 관계와 유대를 통하여 해결하
기 위한 것이다. 즉, 국가나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나 권위적 사회제도에 의하
여 발생하는 인간 소외, 빈곤 그리고 자연파괴 등의 문제를 사람들의 관계와 유대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이인영․신용웅, 2004).
이처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자연적 공동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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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대안공동체’라고 칭한다. 대안공동체가 개인의 특별한 욕구나 생활상의 문제
를 사람들과의 관계나 유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역
사회조직의 전략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지역사회조직에서 적어도 초기
에는 사회복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과 대안공동체에 비하여 인간소외나 빈곤
문제에 보다 집중된다는 점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안공동체는 종교적 이유의 신앙공동체에서 비롯되었으나, 종교로부터
분리된 철학, 이념 혹은 이론을 근거로 형성된 대안공동체는 근대국가체제에 대한 회
의에서 출발하였다. 즉 19세기 대안공동체는 근대국가의 억압,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서, 자발적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들의 자율적 삶을 지향하는 아나키즘사상에서
연유한다. 근대국가는 이론적으로는 평등한 자연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 관료제 확대, 군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 부의 축적 등으로 인
해 오히려 구성원인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동원하고, 복종을 강요하면서 국민
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체로 변모하였다(이동수, 2002). 아나키즘은 국가의 해체를 통하
여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국가적 삶과는 다른 자발적․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를 건설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국가를 대신하는 공동체에서는 권력과 제도에 의한 강
압적 지배관계보다는 인격적 친밀성, 깊은 정서적 교감,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 시
간적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의 수립을 추구하였다(이동수, 2002).
아나키즘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공동체 논의는 국가체제, 자본주의 체제 혹은 자본주
의 국가체제의 억압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아나키스트들
의 노력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공산혁명의 결과에 대한 실망과 폭력과 테러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으로 1930년대에 퇴조하였다(이동수, 2002). 이렇게 좌절된 것처럼
보였던 대안공동체는 1960년대 이후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대안공동체
가 나타났다(김호원, 2016). 즉 공동체적 결속, 도덕성 회복,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 및
제도의 강조, 타협과 관용에 통한 합의, 공동선 및 공익의 추구, 공동체적 부의 분배
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김영례, 2016), 국가, 자본 그리고 모든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대안공동체가 등장하
였다(이동수, 2002). 새로운 대안공동체는 국가나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저항과 비판
보다는 생활 속에서 새로운 행위와 사고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하
였다. 이러한 전략은 저항전략과 구분되는 재구성전략이라 칭하는데, 국가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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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하기가 아닌 무시하기이며 저항하기보다 다시 구성하기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다(박주원, 2008). 국가와 자본주의에 의해 강요된 관계와 생활을 새로운 관계와 삶으
로 재구성해나가는 실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신나는 노동’, ‘자발적 게으름’, ‘자발
적 가난’ 등과 같은 실천전략은 근대 자본주의가 제시한 개념들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하는 방식이다(김호원, 2016).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의 구조화된 집합체이
다(이봉주․김기덕, 2008). 만약 정신건강복지영역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
면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들의 구조화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대국
가에서 민간이 수행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재원은 국가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책임성에 대한 강조는 공공재원의 배분에 대한 성
과 입증의 문제가 된다(정무성, 2014).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복지활동을 수
행하도록 인가받은 공식적 조직에서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
되며(Wilensky & Lebeaux, 1965),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과학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수
행되기를 요구받는다.
대안공동체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첫째,
대안공동체는 국가 혹은 체제 자체의 위험에 대하여 시민들이 생활양식 변화를 통하
여 자율적인 삶으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비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구조
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둘째, 공동체는
국가를 억압의 주체로 간주하면서 저항하기보다 무시하는 관계에 있는 데에 반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국가체제 내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셋째, 공동체는 자본주의
를 시민의 자율적인 삶을 억압하고 평등한 관계를 저해하는 체계로 간주하면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 비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람들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해결방법은 개인의
역량강화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다. 넷째, 공동체의 실천원리는 대안사상가의 철학을
중심으로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복
지가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론을 근거로 실천원리를 구축한다.
다섯째, 대안공동체의 주도자는 대안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지도자와 시민참여자인
반면,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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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안공동체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비교
구분

대안공동체

사회복지프로그램

목적

국가 혹은 체제 자체의 위험에 대하여 시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들의 생활양식변화를 통한 자율적 삶으로의
들의 긍정적 변화 도모
이행

국가와의
관계

국가를 억압의 주체로 간주, 그러나 저항하 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사회구조적 문제의
기보다 무시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추구
문제해결 도모

자본주의는 시민의 자율적인 삶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와의 평등한 관계를 저해하는 체제로 간주하고,
관계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자율적 삶과 인
간적인 관계를 추구
실천원리

주도자

소외계층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문제해결방법
에서는 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지를 추구

사회복지관련 철학과 이념을 중심으로 구
대안사상가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주
체적인 인간행동에 관한 이론에 의한 실천
의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원리
원칙
대안사상가의 철학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참
사회복지사
여하는 시민으로 구성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정신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문제해결
을 도모한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국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그것이 비록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
은 순수 민간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성과를 근거로 제도도입이나 개선을 요구하
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이 사회복지프로그램과 대안공동체가 구분되는 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안공동체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다. 김형용(2012)은 대안공동체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져오는 돌
봄서비스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영례(2016)는 대안공동체가 가지는
공간과 일상성의 의미를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연대와 사회적 돌
봄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베델의 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호원(2016)은 베델의 집을 탈근대 대안공
동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베델의 집이 가진 탈근대적 대안공동체
의 성격을 대안적 경제, 정신장애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안적 경제의 성격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작업시간을 정하고 작업 중에라도 정신장애의 상태가 좋지 못한

- 63 -

한국사회복지교육 제42집

경우 언제라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임금은 스스로 보고한 작업시간에 의하여 결
정되며 노동의 난이나 숙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
모델과는 다른 정신장애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은 자신의 증상과 질병상태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는 관심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특
별히 당사자연구는 증상을 제거되어야할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일 수 있으며 공
존하며 살아가야할 대상으로 본다.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스텝들은 의제의 의미를 자
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베델의 집은 이러한 대안적 가치와 생활양식을 공유하면서 특정한 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우라카와라는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그룹홈, 공동주거 그리고 자신의 집
에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대안공동체로 보았다. 한편 이진의
(2017)는 베델의 집에서 공유되는 ‘당사자연구’라는 집단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적
용한 후 이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을 하나의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베델의 집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의 생
활양식과 공유된 집단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대안적 공동체 혹은 사회복지프로그램
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베델의 집이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의 복지지
원체계와 유리된 채 소개함으로써 그것이 단지 대안공동체인지 아니면 장애인지원체
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혁신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인지에 관한 질문에 적절히 답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베델의 집과 같은 대안공동체
나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인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2. 정신건강복지영역의 실천경향과 혁신적 사회복지프로그램
정신장애인의 대안공동체 혹은 혁신적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 베델의 집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기존 정신의학이나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의학은 단지 하나의 과학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태되어
나오는 다양한 담론의 형태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지배적인 관념과 억압적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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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따라서 정신장애를 생화학적 문제로 인식하는 정신의학적 담론에 의해 형성
된 정신장애에 대한 관념과 사회구조를 살펴보아야만 정신장애인 대안공동체나 혁신
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정신의학은 정신장애를 유전적이며 생물학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정상(Sane)’이라
는 개념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억압구조를 형성해왔다. 정신장애를 유전적이며 생
물학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해결방법은 약물치료와 개인적인 결함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증상과 사회생활상의 결함을 개별 관리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관리가 지배적인 접근방법으로 등장하고 사회적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방법
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또한 정신의학은 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치료’를 명목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격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력을 사회적으로 인가받았다.
정신장애 진단은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혹은 위협적인 행위를 하
는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된다. 푸코는 정신의학적 체계는
의료적 전문성과 치료적 목적으로 위장한 사회통제로 보았다(오생근, 1990).
정신의학에 의해 형성된 정신장애에 관한 의료모델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실천상
의 도그마를 형성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감각적 혼돈(증상)은 생물학적 문제이기 때
문에 약물처치나 병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정신 증상에 대
한 생물학적 해석을 통하여 과도한 약물의존을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회
복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증상에 초점은 둔 접근으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이 실제 사
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시할 수 없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정신장애인 당
사자가 호소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접근은 위축되고 정신 증상에 대한 약물치
료 중심의 서비스체계가 만들어진다. 둘째,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모델은 정신장애는
질병이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는 인식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인 정신재활시설의 서
비스현황을 살펴보면, 상담(91.1%), 사회적응훈련(91.1%), 약물증상관리훈련(87.8%) 등
의 순서로 시설 서비스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권익옹호활동 중 인식개선활동
(50.6%), 지역복지활동(64.4%)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문근 등, 2014). 정신장
애인의 지역사회생존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정신장애 자체보다 정신장애의 결과로서
대중의 부정적 인식과 구조적 배제로부터 연유한다는 회복(Recovery) 관점(Anthony,
1993)에서 본다면, 개인을 관리하는 데에 초점을 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접근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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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에서의 정신장애인 문제해결의 지엽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구조적이거나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을 통한 정신장애에의 접근법 개발을
저해한다. 즉 ‘지역사회내에서의 고립’이라는 정신장애인의 생존과 고통의 현상적 특성
을 지속시키게 되고 지역사회실천의 의미는 ‘Care by the community’가 아니라 단지
‘Care in the community’에 머물도록 한다(田中英樹, 2005).

Ⅲ. 연구방법 및 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일종의 사례연구로서 자료수집은 문헌연구와 현지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회에 걸쳐 우라카와를 방문하여 면접
과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현행 일본 정신장애인복지정책과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2017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지에
서 진행하였다. 방문 전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를 검토하였으
며 방문을 통해 관련 실무자들로부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조사대상기
관은 정신장애인의 퇴원 준비부터 퇴원 후 지역 정착까지의 보건복지 상담 및 원조서
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홋카이도 우라카와정 보건복지과(北海道浦河町保健福
祉課)와 우라카와 보건소(浦河保健所), 그리고 우라카와의 상담지원사업소 우이즈(うい
ず) 그리고 베델의 집 등이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일본의 관계자는 총 9명이었다. 자
료수집방법은 미리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질문지를 토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모든 조사내용은 사전 허락을 받고 녹취하여 정리하였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
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기관 실무자, 이용자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 및 보건담당공무
원 등에게 이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본 홋카이도 우라카와에 위치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베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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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산하시설 및 사업장이다. 베델의 집은 1978년 7월에 7년간 조현병으로 입원하다
퇴원한 사사키씨(현 베델의 집 이사장)의 퇴원 축하모임을 계기로 결성된 회복자클럽
‘도토리회’ 활동이 계기가 되었다(浦河べてるの家, 2002). 이 시기에 베델의 집의 상징
적 지도자인 사회복지사 무카이야치 이쿠요시가 우라카와 적십자병원 정신과에 부임
하였다. 사사키씨는 퇴원후 지역의 비어 있는 교회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는데, 1984
년 이 교회 공간을 ‘베델의 집’이라는 명명한 것이 그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이후
2002년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명칭을 ‘베델의 집’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우라카와지
역에서 사회복지법인 베델의 집과 관련시설 및 사업장을 ‘베델의 집’이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우라카와는 홋카이도 남쪽 끝 에리모곶에 인접한 인구 13,000명의 연안도시로, 종마
사업과 히다카 다시마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1970년대부터 인구과소화가 진행되던 우
라카와의 심각한 문제는 절망적인 입원생활 후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복귀해야 할
지역사회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지역사람들조차 도시로 떠나버리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베델의 집은 1983년 다시마 포장을 시작으로 1988년 다시마 산지 직송
사업, 유한회사 설립, 베델의 집 관련 서적 집필 판매와 다큐멘터리 제작 판매, 당사자
의 전국 강연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범위와 영역을 확장해나갔다(石原孝二, 2013). 특
히 베델의 집이 상업적인 부분에 집중한 것은 이들이 복귀해야 할 지역사회를 활성화
하고, 또한 상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과 교류함으로써 실제적인 일상의
문제들과 부딪히며 삶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佐藤絵美․向谷地生良, 2006). 이
러한 과정 속에서 베델의 집은 독특한 철학과 이념을 구축하였다. 베델의 회사는 치열
한 경쟁 논리에 지배되는 회사가 아니라 “이익을 나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안
심하고 땡땡이 칠 수 있는” “아래로 내려가는” 신념으로 만들어진 회사였다. 아울러
일상의 활동자체가 이야기와 열린 인간관계의 장인 베델은 서로 그 안에서 “약함의
정보 공개”를 하고 “약함을 유대로” 라는 이념과 관계의 결집체가 되고자 하였다(浦河
べてるの家, 2002).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다른 한편에서 당사자활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베델의 ‘비원조의 원조’ 체계를 구축해 갔다. ‘비원조의 원조’란 당사자 주체의
실천, 즉 자조를 원조하는 실천으로 당사자를 고생에서 보호하는 원조가 아니라 고생
을 활용해가는 원조를 통해 인간적 행위의 풍요로움과 가능성을 경험하고 고민하는
힘을 되찾아 가는 원조를 뜻한다(向谷地生良․小林茂, 2013).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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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체의 실천은 ‘당사자 연구’라는 형태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을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베델의 집은 시간제 직원을 포함한 60명의 직원과 전체 정신장애인 이용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공간은 베델의 집, 플라워하이층 등 공동생활
가정 9개소, 공동주거 1개소 그리고 작업장 5개소 등이다. 일상활동의 장이 되고 있는
베델의 집의 작업장의 종류와 활동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베델의 집의 작업장 종류와 활동
베델의 집 작업장
뉴베델

카페부라부라

노아

베델세미나하우스

복지샵 베델

- 제면
- 복지용품 판매 및
- 다시마 가공
- 카페부라부라 운영
- 쓰레기처리 및 재활 - 오리엔테이션 자 렌탈
- Ttucm, 가방, 목도 - 베델의 집의 상품
료 만들기
용(신선팀)
- 적십자 병원 하청
리 등 기념품 제작 판매
- 농사
일(청소, 간병)
※ 김호현(2016). 정신장애인 대안공동체 연구: 일본 베델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단 2016 논
문집, 225쪽에서 인용

Ⅳ. 일본 장애인서비스체계와 베델의 집 프로그램
1. 일본 정신장애인관련 법제의 역사
일본의 정신장애인 관련법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가 등
장한 것은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精神病者監護法)이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에 불법 감
금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1919년에는 관립정신병원의 설치를 근거를 마
련하는 정신병원법(精神病院法)이 제정되었다. 1950년 정신위생법(精神衛生法) 제정 이
전까지 일본의 정신장애인 관련법제는 치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田中英樹, 2005). 정
신위생법은 1987년 정신보건법(精神保健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정신장애정책의 기본적
법률이었는데, 1965년 개정에서 정신보건상담, 방문지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1975년에
와서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침이 만들어졌다. 1987년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심사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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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신보건지정의제도 도입, 임의입원제도 신설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
였으며, 이전에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던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본 법제에서 정신장애를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복지시책의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는 1993년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정신보건
복지법(精神保健福祉法) 제정에 의하여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제도가 도입되고 정신
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법제화, 사회복귀시설에 복지홈과 복지공장 추가 등이 이루어
졌다. 2005년에는 장애인자립지원법(障害者自立生活支援法) 제정으로 3대 장애(신체,
지적, 정신)에 대한 장애인시책이 일원화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에 맞추어 정신보건복지
법상의 ‘장애인복지 및 의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 통합되었
다. 2012년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総合支援法)은 일본의 현행 정신장애인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① 장애의 다양한 특성 등 심신의 상태에 따
라 필요한 지원 정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애지원구분제도 도입 ② 중증방문개호
의 대상을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로의 확대 ③ 공동생활개호(케어홈)를 공동생활원조(그
룹홈)으로 일원화 ④ 지역이행지원의 대상을 정신병원 입원자로 확대하여 정신장애인
에 대한 지역이행계획 수립, 방문상담, 지역사회시설 체험, 주거확보와 관계기관 조정
등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생활지원사업으로 시민후견인 육성, 의사소통지원인 양성 등
이다. 2013년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에는 도도부현에 의한 정신과 구급의료체제의 확보
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에서는 의료보호입원자의 퇴원에
의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원후 생활환경상담원’ 제도가 도
입되었다.

2. 공공 정신건강복지전달체계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계획, 집행, 평가하는 전달체계는 국가, 도도부현(광역수준),
보건소, 시정촌(기초수준),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이 있다.
국가단위의 정신보건복지행정은 장애인기본법에 근거한 장애인기본계획에 입각하여
후생노동성사회․원호국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과 및 정신․장애보건과가 주관한다.
도도부현에서의 정신보건복지행정은 도도부현장애인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위생주관부
국과 장애인보건복지부국 등의 정신보건복지 주관과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1995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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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건복지법이 성립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복지정책이 법제화되고 2006년 장애인자
립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주체는 이전의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시
정촌으로 일원화되었고, 정신보건복지행정에 관한 도도부현의 역할은 전문적 기술지도
및 기술원조와 같은 간접적인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시정촌은 정신장애인복지서비
스 이용에 관한 상담․조정 등,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 통원의료비공비부담 등의 업
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차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보건행정에
서 복지행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신보건복지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이다. 정신보건복지에
관련된 업무에서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광범위한 지역정신보건복지서비스사업의
중심이 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제일선 행정기관이다. 그 주요업무는 ① 정신보건복지
실태파악, ② 정신보건복지상담, ③ 방문지도, ④ 환자가족활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⑤ 교육․홍보활동과 협력조직 육성 등이다. 정신보건복지센터는 정신보건복지법 제6
조에 따라 설치되며, 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지식 보급을 도모하고 조
사연구를 실시, ② 상담지도 중 복잡․곤란한 것을 실시, ③ 정신의료심사회 업무, ④
장애인종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사무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실
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도도부현에서의 정신보건복지에 관한 종합적 기술센터로서
지역정신의료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

3.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서비스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은 시정촌을 실시주체로 한 ‘자립지원급여’와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울러 도도부현에 의한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시정촌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자립지원급여에 포함되는 ‘개호급여’, ‘훈련 등 급
여’ 등의 장애복지서비스는 장애의 종류나 정도, 개호자, 주거 상황, 서비스 이용에 관
한 의향 및 서비스 등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지역
생활지원사업은 각 시정촌의 창의력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장애인서비스체계는 급여내용 중심으로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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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어 있어 시설중심 서비스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표 3>과 같이 재가생활지원, 주거지원, 주간활동지원, 상담지
원, 의료 그리고 권익옹호 등으로 분류한다.
<표 3>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관련 서비스
서비스
재가생활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중(낮)활동서비스

상담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권리옹호

주요내용
∙ 거택개호, 중증방문개호, 행동원호, 단기입소+
∙ 이동지원사업+++
∙ 시설입소지원+
∙ 숙박형 자립훈련++
∙ 공동생활원조(그룹홈)++
∙ 복지홈+++
∙ 거주서포트사업+++
∙ 생활개호+
∙ 자립훈련(생활훈련), 취로이행지원, 취로계속지원(고용형/비고용형)++
∙ 상담지원사업(시정촌/도도부현)+++
∙ 계획상담지원+++
∙ 지역상담지원(지역이행지원, 지역정착지원)+++
∙ 자립지원의료+
- 통원의료비 공비부담
∙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 복지서비스 이용원조, 일상적 금전관리서비스 등

※ +: 자립지원급여 중 개호급여, ++: 자립지원급여 중 훈련 등 급여, +++: 지역생활지원사업

재가생활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거
택개호, 중증방문개호, 행동원호, 단기입소 그리고 이동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거
택개호는 목욕, 배변 및 식사 등의 개호 및 상담, 조언 등 기타 생활전반에 걸친 원조
를 제공하며, 중증방문개호는 거택개호 서비스 외에 외출시 이동지원을 포함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시설입소지원, 숙박형 자립훈련, 공동생활원조(그룹홈), 복지홈 그
리고 거주서포트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정신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공동생
활원조(그룹홈)는 공동생활주거에서 상담, 목욕, 배변, 식사 개호와 기타 일상생활에서
의 원조 제공한다. 복지홈은 저가의 요금으로 방과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별도로 재가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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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낮)활동서비스는 생활개호, 자립훈련(생활훈련), 취로이행지원, 취로계속지원A
(고용형), 취로계속지원B(비고용형)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개호는 지역과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낮 동안 목욕, 배변, 식사 개호 등과 창작 활동 또는 생산 활
동 기회 제공한다. 취로계속지원 A형(고용형)은 일반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계약을 통해 생산활동 기회와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B형(비고용형)
은 고용계약이 없이 생산활동 기회와 필요한 훈련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A형이 B형
보다 생산활동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지원서비스는 상담지원사업(시정촌/도도부현), 계획상담지원, 지역상담지원(지역
이행지원, 지역정착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계획상담지원은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용계획을 작성하는 서비스이다. 지역상담지원은 지역
이행지원과 지역정착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역이행지원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장애인의 주거확보, 지역활동에 관한 상담, 동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
정착지원은 독거 정신장애인에게 지역에서의 상시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긴급상황 등
에 관한 상담, 방문, 대응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밖에 의료서비스로서 자립지원의료(통원의료비 공비부담)가 제공되고, 권리옹호사
업으로서 복지서비스 이용원조, 일상적 금전관리서비스 등이 있다.
정신장애인 시책을 추진․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
정촌), 이용자 부담에 의해 구성된다.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는 개호급여비와 훈련급여
비에 대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비용부담 비율은 대략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로 되어있다. 지역생활지원사업 중 시정촌사업의 비용은 국가에서 2분의 1 이내, 도도
부현에서 4분의 1이내의 보조를 하며, 도도부현사업의 비용은 2분의 1이내의 국고 보
조로 되어있다.

4. 베델의 집과 일본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의 관련성
베델의 집이 공식적인 일본의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은 1995년
정신보건복지법 제정 이후이다. 우라카와 적십자병원은 1959년 정신과 50병상이 처음
설치되었으며 1988년에는 130병상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병상축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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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추진됨에 따라 정신과병상은 120병상에서 60병상으로 감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
델의 집은 장기 입원환자들을 지역사회에 받아들이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 사
회복지법인화를 추진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과 주거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2014년에 와서는 입원환자의 감소에 인해 우라카와 적십자병원
정신병동이 폐쇄됨에 따라 입원환자들이 대규모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
응하여 베델의 집은 2012년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라 퇴원 환자를 비롯한 정신장애인
들의 지역사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지원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2017년 8월 현재 우라카와의 정신장애인 복지수첩 소지자는 146명이다. 그들 중 58
명은 그룹홈에서 공동생활원조를 받으면 살고 있으며, 일중활동지원은 60명이고 거택
개호를 받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베델의 집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은 9개소이며 58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베델의 집 이용자 30명은 20명이 민간아파트, 10명
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전체 정신장애인 복지수첩 소지자 146명 중 88
명이 우라카와 베델의 집 이용자이다.
1) 재가생활지원서비스
우라카와에서 재가생활지원서비스는 거택보호서비스 이용자 1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간아파트에서 독거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중 10명은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서비스가
아닌 개인이 생활보호비용에서 지불하는 홈헬퍼서비스를 받고 있다. 개인이 지불하는
이유는 우라카와에 할당된 예산의 부족 때문이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장애인종합지
원법의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2) 주거지원서비스
일본은 1950년 제정된 정신위생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정신과병원 또는 정신장애인
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이외에서의 정신장애인 수용이 금지되었다. 때문에 민간의 전
통적 치료․숙박시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에는 몇몇 지역에서
민간병원과 임의단체, 지역가족회, 개인차원에서의 주거시설의 실험적인 시도가 시작
되었으며, 베델의 집은 1987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이 제도화되기 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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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공동주거 등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민간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30년 전부터 공동주거 등의 주거지원을 해온 베델의 집은 현재 그룹홈, 공동
주거공간, 아파트로 주거시설이 나눠진다. 베델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은 공동생활주거에
서 상담, 목욕, 배변, 식사 개호와 일상생활에서의 원조를 제공받는 개호서비스포괄형이
다. 그룹홈은 장애인종합지원법 주거지원서비스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이며, 베
델의 집 생활지원센터에서는 9동의 그룹홈과 1동의 공동주거를 운영하고 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고 일정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
교적 장애정도가 경증이거나 중증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58명이
현재 그룹홈을 주거시설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그룹홈 정원은 2인 이
상 10명 이하이나, 4-5년 전부터 정부시책으로 관리적, 규제적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주거시설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베델의 집 그룹홈에서는 대체로 한 건물에 4-5
명의 정신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기간제한은 없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개정에 의해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부담이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는
응익(정률)부담에서 응능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룹홈 이용료는 시정촌이 이용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정한 이용자부담 상한액 범위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보
호 대상자 및 시정촌민세비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무료이다. 그룹홈에는 서
비스관리책임자와 도우미, 생활지원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베델의 집에서 운영
하는 9동의 그룹홈을 관리하는 서비스관리책임자은 법정 기준 이용자 30명 당 1명으로
총 3명2)이며,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서비스관리책임자 3명을 포함하여 그룹
홈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원은 높은 수준의 케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지원원 5
명과 청소, 식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가사 원조를 제공하는 도우미 25명까지 총
33명이다. 서비스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직원은 365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현장에
서 교대근무를 하며 긴급연락체계를 두고 야간지원은 하지 않는다.
한편,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자립도가 높은 장애인은 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룹홈과 공동주거공간 이외의 민간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비용은 대부
2) 공동생활원조의 이용자가 58명이라면 법정기준 30명당 1인씩 배치되는 서비스관리책임자는 2인이 배
치되어야 하나, 베델의 집은 주간동안 공동주택이나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생활개호
서비스(이용자 30명)를 생활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 88명에 대하여 3명의
서비스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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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정신장애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비에서 모두 충당한다. 공동
주거공간과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거택개호 서
비스를 따로 신청해야한다.
3) 일중활동서비스
2002년 법인화된 사회복지법인 우라카와 베델의 집은 취업지원센터와 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방문간호스테이션 및 퇴원촉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
는 사업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규정된 취로계속지원 B형 서비스 이용자와 생활개호
서비스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기능형 서비스 ‘베데스다’와, 취업계속지원 B형 서
비스 ‘노아’, 그리고 생활개호 서비스 ‘미나’로 구성되어있다. ‘베데스다’에는 현재 취로
계속지원 B형 서비스 이용자 30명과 생활개호 서비스 이용자 30명이 참여하여 법인
본부 뉴베델 작업장에서 지역 다시마의 가공 및 포장과 티셔츠, 가방, 목도리 등의 상
품제조 및 통신판매를 하고 있다. 아울러 카페부라부라에서 베델 관련 상품 판매 및
서빙과 주방 일을 하며 카페운영을 하고 있다. 고용계약 없이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를
갖고자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취업계속지원 B형 서비스 ‘노아’에는 현재 20명이 참
여하여 제면, 농작업, 청소사업과 쓰레기 분리 및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높은 24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생활개호 서비스 ‘미나’에서는 자료작성
및 레크레이션, 체조와 같은 가벼운 창작활동이 이루어진다. 생활지원센터에서는 그룹
홈과 공동주거를 운영하며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는 주거
시설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고, 퇴원촉진사업에는 동료지원가가 참여하여 입원환자의
지역이행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1993년 설립된 유한회사 복지숍 베델에서는
개호용품 판매 등 복지기기사업을, 2007년 설립된 NPO법인 셀프서포트센터 우라카와
에서는 동료지원가를 육성․파견하고 아울러 당사자연구의 보급․계발활동을 하고 있
다. 2009년 개설된 협동사무소 ‘이잇쇼’에서는 베델관련 정보 발신 및 다양한 개인 창
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베델의 집의 조직은 현재 도우미를 포함한 60여명의 직원과
정신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를 가진 100여명의 장애인이 함께 하는 케어와 일자리,
생활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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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지원서비스
상담지원사무소에서는 퇴원 후 지역에서의 장애복지서비스 등의 신청에 관련된 지
급결정 전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지급결정 후에는 서비스 사업자와의 연
락조정 및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을 작성, 재검토하는 계획상담지원과 퇴원 전 지역이
행지원 및 퇴원 후 지역정착지원을 하는 지역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정
촌장과 도도부현 지사는 계획상담지원을 실시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자와 지역상담지
원을 실시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자를 각각 지정하고 지정상담지원사업소를 통해 서비
스가 제공된다. 우라카와에서 방문한 상담지원사업소 우이즈에서는 계획상담 이후 필
요할 경우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지역상담지원과는 달리 베델의 집에서 보건소의 위탁
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지역생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이행지원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 1인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2인이 팀으로 수행
하며 정신병원을 방문하여 퇴원동기를 고취하고 퇴원후 생활준비를 위한 상담을 제공
한다. 당사자는 피어써포터로 명명되며 1시간 800엔의 비용이 지급된다.
5) 당사자연구활동
베델의 집이 바깥세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당사자연구’라는 독창적 집단프로그
램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당사자연구활동에 대한 장애인종합지원법상의 근거를 찾는
다면 일중활동서비스에서 자립훈련(생활훈련)의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훈련’에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연구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생활 속에서 병으로 인해 겪는 증상과 어려움, 생활과제 등을 연구테마로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배후에 있는 의미와 패턴, 구조 등을 파악하고, 당사자와 동료, 원조
자 등의 독특한 발상과 의견을 활용해 당사자 각자에게 맞는 ‘자기를 돕는 방법’을 모
색하여 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가는 일련의 ‘연구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베델 행복연구소, 2011).
본래 베델의 집의 당사자연구는 매뉴얼을 갖지 않는 것을 중요한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지
않지만, 핵심적인 요소와 용어, 기초지식과 같은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틀은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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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당사자연구의 전체적인 진행방식과 공통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2005, 우라카와
베델의 집).
(1) 사람과 ‘문제’의 분리
(2) 자기 병명 붙이기
(3) 고생의 패턴, 과정, 구조의 해명
(4) ‘자기를 돕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장면을 만들어서 연습
(5) 실천 결과의 검증
위에서 자기 병명 붙이기 외에는 인지행동요법이나 SST의 기본적인 틀과 같으며,
실제로 인지행동요법과 많은 부분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연구
는 증상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분석하는 주체가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며, 당
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금기시되어온 자신의 증상이나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한다. 그리
고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증상이나 어려움의 내용을 소재
로 자기병명을 붙인다. 그것은 관계형성과 상호원조의 연결고리가 된다.
6) 시사점
베델의 집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의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본의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급여(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계획상담서비스는 상담자가 정신장애인의 개별화된 욕구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체
계는 시설중심 체계가 시설내의 한정한 서비스에 제한됨으로써 지역사회통합을 저해
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원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
건을 형성한다.
둘째, 일본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는 이전의 대규모 시설을 해체하고 소규모 그룹홈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즉, 그룹홈 거주규정을 1인1실을 원칙으로 2인 이상 10명 이
하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대규모 거주시설의 문제점이나 특정한 농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안공동체 모델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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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지역사회에 분산된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형성의 조건을 마련해준다.
셋째, 일본의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는 서비스제공주체의 물적 기반이 아니라 이용자
의 활동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취로계속지원B나 생활개호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농장, 식당, 다시마작업장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제공자가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장소에서 훈련이나 지도를 수행
하면 된다. 특별히 어떤 규정에 의한 시설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채소를
가꾸는 경우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특정 공간에 억매이지 않고 보다 원활하게 지역사회 진출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정해준다.
넷째, 일본 정신장애인 서비스체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델의 집은 정
신장애인서비스체계를 토대로 제공자와 이용자가 당사자중심 철학을 공유하면서 대안
적 생활양식으로 형성한 모범적인 지역사회 거점이다. 베델의 집의 물질적 토대로 장
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며, 베델의 집 존속의 핵심
적 요소이다. 베델의 집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근거로 특별한 철학과 이념을 생활양
식으로 현실화한 모범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Ⅴ. 베델의 집 프로그램의 혁신성 분석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그리고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
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베델의 집 프로그램이 전통적 정신보건영역의 도그마
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는지 분석한다. 즉 베델의 집
이 증상에 대한 접근방법, 치료의 매개체, 공동체적 요소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 등에서 기
존 정신보건영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혁신성을 가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영역에서 베델의 집 프로그램의 혁신성은 정신장애인의 감각적 혼
돈(증상)이라는 영역에 비약물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복지의 실
천현장은 환청, 망상 등과 같이 정신의학적 증상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 대하여 직접적
으로 개입하는 것을 기피해왔다. 이러한 경향의 배후에는 정신장애인의 정신 증상은 생
물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항정신성의약품을 통한 치료적 접근만이 유용할 것이라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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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내재해있다. 반면 사회복지실천은 약물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
적 기능에 대한 보조적 접근 정도로 인식된다. 실제 사회복지실천의 강점중심의 관점은
정신 증상을 하나의 약점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증상문제를 기피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
적 지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천현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증상에 관하여 이야
기하더라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비의사전문직의 태도로 훈육되고 있다(佐藤
絵美․向谷地生良, 2006). 베델의 집 프로그램은 정신증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당사자 스스로 증상이 발생하는 패턴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처하
는 방법은 개발한다. 대처하는 방법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연습하고 동료들의 경
험에서 배우기도 한다. 베델의 집은 이러한 실천방법을 ‘스스로 함께’라고 명명한다. 사
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베델의 집은 인간행동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의 영향력을 성찰하고 적
극적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언어는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세계
와 소통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언어를 통해 타자에게 자신을 표현하며 교류한다. 그러
나 정신장애인들은 언어를 상실부분 소실해왔다. 그것은 곧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뢰있는 관계를 맺지 못함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은 소위 망상이라고 여겨지
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환청에 대응하여 말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험
을 한다. 타인들은 그들의 말을 쓸모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억압
하기도 한다. 정신장애인의 언어는 소통과 교류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병적 증상을 판
단하는 근거로만 활용되고 전문가의 용어로 재해석된다. 병적 언어로 재해석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든 생활을 병적인 것으로 압도한다. 베델의 집은 망상을 ‘압박’이라는
말로 공유하고 불안이 닥치면 ‘손님’이 왔다고 표현한다. 당사자가 겪는 문제나 불행을
‘고생’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신장애인만이 아니라 사람이면 저마다 겪는 일로 치환한다.
말을 바꾸어 행동을 변화시킨다(べてる しあわせ研究所, 2009). 또한 자기 스스로 연구
한 병의 발생패턴을 분석하여 자기병명을 붙이면서 본인의 문제를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조현병 완변추구형 NO라고 말 못하는 타입’이라는 자기병명을
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를 요청한다. 그동안 조현병, 조울증 등과
같은 단순한 의학용어로 당사자의 고생을 함축하고 전문가들만의 언어였던 병명을 교
류의 언어로 대치한 것이다. 또한 베델에는 ‘세끼 밥보다 회의’라는 표어가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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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달에 100회가 넘는 당사자와 원조자의 다양한 회의와, ‘말만하기, 듣기만하기’라
는 원칙으로 운영되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
사회의 활발한 교류 또한 이야기하는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당사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되찾아 가고 고민하는 힘을 되찾아 간다.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은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머리와 마음을 활성화하는 중
요한 장치가 되며, 한편으로 ‘관계의 병’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병에서 벗어나 타인들
과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한다.
셋째, 베델의 집은 대안공동체적 요소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정신장애인간의 상호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베델의 집은 고유의 철학과 이념을 토
대로 ‘약함의 정보공개’, ‘약함을 유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을 소중히’, ‘안심하고
땡땡이 칠 수 있는 회사 만들기’ 등과 같은 실천원칙을 구축하여 공동체적 결속, 타협
과 관용에 의한 합의, 공동체적 부의 배분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였다. 베
델의 집에서는 당사자연구를 통해 자신의 병과 고통을 분석하여 자기병명을 붙이면서
상호 이해와 지원관계를 수립한다. 동료들 중 누군가 폭발적인 위기상태를 맞이하면
구조대활동으로 모두 달려가 이야기를 들어준다. 작업장에서의 임금의 배분은 생산성
이 아니라 당사자가 보고한 노동시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한다. 의사결정에 모두가
참여하여 긴 시간 사안에 대하여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는 민주적 절차를 고수한다. 베
델의 집이 가지는 이러한 공동체적 요소는 전통적 서비스에서 제공자를 중심으로 독
립적이고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던 이용자를 결속시키면서 전문가가 제공할 수 없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 헌신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넷째, 정신장애인 당사자 재발견을 통한 전문가역할의 재정립이다. 그 동안 정신건
강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은 수동적 서비스대상자로 여겨지며 서비스제공자에의 순응을
요구받았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하
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
나 이른바 베델의 집은 ‘비원조의 원조’라는 독특한 체계를 구축해왔다. ‘비원조의 원
조’란 당사자 주체의 실천, 즉 자조를 지원하는 실천으로 당사자를 생활상의 어려움에
서 보호하는 지원이 아니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활용해가는 지원을 통해 인간적 행위
의 풍요로움과 가능성을 경험하고 고민하는 힘을 되찾아 가는 지원을 뜻한다. 이렇게
스스로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는 당사자주체의 실천은 ‘당사자 연구’라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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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을 중심으로 베델의 집의 상징이 되었으며,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을 돕는 방법
을 연구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向谷地生良, 2013). 특히 정신 증상에 대하여 당
사자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정신건강복지분야의 오랜 관행에 대한 강력한 의미를
가진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정신장애인 대안공동체로 알려진 일본 베델의 집을
혁신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베델의 집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어
떤 측면에서 혁신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신장애인서비스체계의 특성은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분산된 그룹홈이 중심
인 서비스중심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의 특성은 대규모 시설에서 시설이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가 아니라,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들이 개
인적인 욕구와 기능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정신장
애인서비스체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볼 때, 베델의 집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물적 토대로 하여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고유한
철학과 이념을 대안공동체적 생활양식으로 실현한 모범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대안공동체적 생활양식을 통한 사회적 돌봄의 보완 혹은 강화를 위해서는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인 서비스체계를 시설중심 체계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주
거와 서비스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영역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은 의료모델에 근거한 약물치료 중심
접근, 전문가중심 접근 그리고 임상적 사례관리와 같이 정신장애인을 분리하는 접근이
주된 경향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정신건강복지영역의 접근과 비교할 때, 베델의 집 프
로그램의 혁신성은 정신 증상에 대한 비약물적 접근, 정신증상과 생활상의 문제해결에
서 당사자의 주체적 역량을 우선으로 하는 실천원칙 그리고 정신장애인 상호 돌봄체
계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행동에서의 언어의 영향력을 성찰하여 정
신의학적 용어를 일상의 언어로 치환한 실천프로그램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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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the Bethel House an Alternative Commun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Program View Lee Yongpyo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Bethel house, known as the world's unique
alternative to the mentally challeng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novative social
welfare program. Specifically, Bethel tried to establish how the Bethel house program
relates to the services of the mentally challenged and is an innovative social welfare
program in some ways. The study methods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through local
visit surveys and literature surveys. Based on the relevance to the service system of the
mentally disabled, Bethel house is based on the budget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omprehensive Support Act for the Disabled, and realizes a
unique philosophy and ideology emphasizing the Self-power. It can be seen as an
exemplary social welfare program. As a social welfare program, Innovation of Bethel 's
house can be summarized as a non - meditative approach to mental symptoms, a
practice principle that prioritizes the subject' s competence in solving mental symptoms
and life problems, and mutual care system for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 practice
strategy for changing human behavior by replacing medical language with everyday
language was highly innovative.
Key words：Bethel house, Self-study, Alternative Community, Social Welfare Program,
Japan mental disabl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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