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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만성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하는 개방 병동과 폐쇄 병동의 병실환경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그들이 보고하는 삶의 질과 어떠한 연관을 보이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개방병동이 가지는 병실환경의
치료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개방병동이 지향해야 하는 병실환경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국립서울정신병원의 일 개방병동과 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 각 2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병실환경평가척도(Ward Atmosphere Scale：WAS)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에
응답케 하였으며, Lehman의 삶의 질 면담(Quality of Life Interview)의 일부를 이용한 면담을 통하여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들과 주관적 지표들의 점수를 측정 하였다. 개방병동군과 폐쇄병동군에서의 측정치의 차이
를 비교하였고, 병실환경척도의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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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삶의 질’점수를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들과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들에
의한 영향을 공분산분석으로 배제한 뒤에도 유의하였다.‘전반적 삶의 질’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인 병실환경
특성들 중 개방병동군의 경우‘질서와 조직’
(r=0.49, p<.05), 그리고 폐쇄병동군의 경우‘지지’
(r=0.59,
p<.01)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개방병동군은 병실환경을 지지적이며 자율적이며 실제지향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긍정적 지각은 그들이 보이는 삶의 질 점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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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병동의 개방 여부보다는 탈원화된 만성

서

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폐쇄적인
장기 수용 병상이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의 실

정신과 환자의 입원치료에 있어서 병실의 치료 환경

정15)에서는 개방병동의 환경 특성과 환자의 삶의 질의

의 특성이 환자의 행동과 치료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저자

친다는 사실은 1950년대 초반부터 이미 잘 알려져 왔

들은 인적 자원과 물리적 구조는 동일하지만 개방과 폐

다1). 일반적으로 폐쇄병동의 환경은 일상적 환경과 너

쇄라는 서로 다른 병실환경에서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무 다르기 때문에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유발하

들이 지각하는 병실환경특성이 그들의 삶의 질과 어떤

기 쉽고, 이차적으로 환자의 무능력(disability)을 초래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하는 반면, 개방병동은 일반 지역사회와 동일한 치료환

연구대상 및 방법

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재사회화 과정을 촉진시킨
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3). 이외에도 환자의 자
유와 자율이 강조되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1. 연구대상

있는 개방병동이 폐쇄병동에 비해서 환자의 증상 호전

1997년 3월 현재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성인 남자 개

도가 높다고 보고4)된 바 있으며, 병실환경의 특성과 관

방병동에 입원 중인 20～60세 사이의 환자로서, 입원

련된 환자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

당시 정신과 의사 2인에 의하여 DSM-IV의 정신분열

고 있다5)6).

병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정되고, 유병기간이
7)

국내의 연구를 보면 1950년대 초부터 김성희 가 정

2년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시의 급성증

신과 병동의 개방정책을 최초로 시행하면서 개방병동

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현재의 병동환경에 비교적

의 환경에서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참된 이해와 치료가

익숙한 환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입원 1개월 미만인 경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치

우는 제외하였다. 이외에 검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8)

료적 가치를 비교하는 윤석하 의 보고가 있었다. 최근

증상이 심한 경우, 경련성 질환이나 뇌손상의 증거가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

있는 경우, 주정중독 또는 약물중독이 있는 환자, 정신

9)10)

,

지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적인 내과질환이 있거나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치료환경의 특성과 삶의 질을

신체적 불구가 있는 환자도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30명의 환자가 일차 선정되었으며, 이중 연구에 동의

의 치료환경을 비교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만성적인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병의 경우처럼 환

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2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자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장기간 심대한 영향을 미치

대조군으로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성인 남자 폐쇄병동

게 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임의로 한 병동을 선택하여, 상기와 동일한 기

11)

문제가 된다 . 생물정신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준으로 29명을 일차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약물치료로 정신분열병 환자의 병적 증상을 감소시켜

불성실한 3명을 제외한 2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퇴원시키는 것은 이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인적 구성은 개방병동이 환자

러나 환자의 사회적 재활의 어려움과 지속되는 소외는

68명에 간호사 및 남자간호조무사가 총 14명이며, 폐

재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

쇄병동은 환자 95명에 간호사 및 남자간호조무사 17명

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치료의 기

으로 현저한 차이는 없으며, 병동의 물리적 환경은 거

준은 증상의 관해보다는 재발의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

의 동일하였다. 개방병동은 환자 개개인의 자유와 존

12)

을 끌어올리는 것에 새로운 목표를 두게 되었으며 ,

엄성을 존중하고, 개방 문(open door)과 환의의 제한

이는 또한 치료결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적인 자율화, 환자권익체계(patient group privilege),

잡게 되었다13). 나아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개방

병실모임(community meeting), 실제적인 문제 해결

병동의 치료적 접근 방법과 정책의 수정에 지침이 될

을 위한 약물교육과 증상교육, 그리고 사회기술 훈련

수도 있을 것이다14).

(social skill training)을 근간으로 하여, 환자가 자율적

－ 1056 －

으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소집단 활동이 치료 프로그램

기로 하였다. 6개의 하위척도에서 20개의 문항을 제거

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반면에 폐쇄병동은 전형적으로 수

하였으며, 그 결과 10개의 하위척도들의 내적일치도의

용적(custodial) 또는 의학적(medical oriented) 모델

범위는 0.53~0.72였다.

의 병동체계로서 증상의 완화와 환자의 보호가 일차적
인 목표이며, 증상이 호전된 일부 환자들에게 심리극,
미술치료, 집단정신치료, 또는 자유산책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3) 삶의 질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질의 척도는 크게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나누어져 있다. 주관적 지표는
Lehman과 Yamamoto19)가 개발한“Subjective Quality

2. 연구도구 및 평가방법

of Life Scales”
를 번안하였으며, 이때 한국의 생활실
정에 맞지 않는 일부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원래 8개의

1)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들
인구학적 자료 및 질병에 관련된 임상특성에 대한 자
료는 병록지를 참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환자와의 면
담에서 보충하였다. 환자들의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자
기보고식 검사인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의 한
국판16)을 사용하였다.

삶의 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대상 환자의 대다
수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영역을 제외한, 1)주거
환경(7항목), 2)가족관계(4항목), 3)대인관계(6항목),
4)건강(6항목), 5)여가활동(6항목), 6)재정(4항목),
7)안전(1항목)의 7개 영역을 측정하였다. 환자들은 1대
1 면담을 통해, 각 항목마다“매우 불만”
(1점)부터“매

2) 병실환경평가

우 만족”
(7점) 사이의 점수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환자

Moos17)가 개발한 병실환경평가척도(Ward Atmo-

들이 면담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7점 척도를 인쇄한

sphere Scale, 이하 WAS)를 사용하였다. WAS는 이

별도의 카드를 제시하였다. 각 영역들의 내적 일치도

18)

만홍 등 에 의해 한국의 정신과 병실의 평가에도 유

(Cronbach’s alpha)의 범위는 0.62~0.84였으며, Los

용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WAS는 최근의 병실의 치

Angeles에 거주하는 278명의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

료환경과 치료적 분위기를 묻는 100개의 문항(실제로

으로 한 Lehman20)의 결과에 비해 낮았으나 큰 차이

는 97개의 문항과 3개의 허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1).

며, 각각의 문항은“그렇다”
,“아니다”
로 대답하게 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는 Lehman20)이 개발한“Qu-

어있다. 10개의 하위척도로 나뉘어 채점되며, 각 하위

ality of Life Interview”
에서 1)가족관계(5항목),

척도의 명칭은 참여(involvement), 지지(support), 자

2)대인관계(7항목), 3)여가활동(9항목), 4)재정(1항

발(spontaneity), 자율(autonomy), 실제지향(practical

목), 5)안전(4항목), 이상 5개 영역을 번안하여 사용하

orientation), 개인문제지향(personal problem orien-

였다. 주거환경은 현재 국내에 입원환자를 위한 시설기

tation), 분노와 적개심(anger and aggression), 질서

준이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고, 또 두

와 조직(order and organization), 프로그램 명확성

병동 군이 모두 물리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주거환경인

(program clarity), 직원 통제(staff control) 등이다.

관계로 제외하였다. 건강 영역 역시 내과적 질환이나 불

환자들은 5명 이내의 소집단을 이루어 본 연구자들

구가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었고, 실제

의 지도 감독 하에 설문에 응답케 하였다. 10개의 하위

행해지는 객관적인 치료 서비스의 내용도 병동에 따른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가족관계 영역 및 대

18)

0.21~0.69였다. 이만홍 등 은 일 정신병원의 만정정

인관계 영역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여러 형식의 접

신질활자들을 대상으로 WAS에 대한 신뢰도를 검사하

촉 빈도를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

여 0.21~0.60의 내적일치도를 보고하면서, 일부 하위

다 빈도수를 5점(접촉이 날마다 있는 경우)부터 1점

척도 내에서의 문항의 부적합성이 시사되므로 이에 대

(최근 6개월간 없는 경우) 사이로 평가하였고, 내적 일

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치도(Cronbach’s alpha)는 두 영역 모두 0.67이었다

하위척도에서 문항-하위척도(item-subscale)의 내적

(표 1). 여가활동 영역은 해당항목의 수를 평가하였고,

일치도를 유의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문항들을 제거하

재정 영역은 1달 용돈을 1만원 단위로 평가하였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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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of-life subscales internal consistencies
Seoul
Subscale name

Los Angeles

No. of items

Internal consitency
(Cronbach’s alpha)

No. of items

Internal consitency
(Cronbach’s alpha)

Family relations

5

Social relations

7

0.67

5

0.78

0.67

10

0.70

Objective indicators

Subjective indicators
Living situation

7

0.84

7

0.86

Family relations

4

0.67

5

0.85

Social relations

6

0.62

8

0.82

Health

6

0.73

8

0.81

Leisure activities

6

0.71

8

0.80

Finances

4

0.70

4

0.83

전 영역은 폭행, 도난 등의 항목마다 환자가 피해를 경

삶의 지표들은 다시 주관적 삶의 지표들에 영향을 주기

험한 횟수를 평가하였으나 0.41의 낮은 내적 일치도

때문이다.

(Cronbach’s alpha)를 보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들을 평균하여‘전반적 삶의 질
점수’
(global quality-of-life score)를 구하였으며, 이

하였다.
삶의 질의 측정은 연구자 한명을 포함한 두 명의 정신

때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값은 0.85였다.‘전

과 의사가 담당하였으며, 두명이 모두 본 연구의 내용에

반적 삶의 질 점수’
가 병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

대해 알고 있었으나,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과 무관하게

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시행하였다. 공변인

환자가 스스로 답변한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인 관계로

은 앞의 분석에서 사용된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들과 삶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산정하지 않

의 질의 객관적 지표들이었다.

았으며, t 검증의 결과 평가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병실환경특성이‘전반적 삶의 질 점수’
를 예측하는
변인에 포함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환자(n=52)

3. 통계분석
병동에 따른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증(chi-square test) 또는 t 검증
(t-test)를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구학적 및 임상
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병동에 따른 차이
를 보인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들을 공변인(covariate)
으로 하고,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들을 종속변수로 하
는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시행하였다. 다음
단계로, 이 분석에서 병동에 따른 차이를 보인 삶의 질

를 대상으로 전반적 삶의 질 점수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모든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들과 삶의 질의 객관적 지
표들, 그리고 WAS 하위척도들을 독립변수로 하고,‘전
반적 삶의 질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계별 다중선
형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WIN 6.0 통계 package를 사
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의 객관적 지표들과 앞의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들을

결

함께 공변인으로 삼아,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들을 종
속변수로 하는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시행
하였다. 그 이유는 Lehman20)이 제시한 삶의 질의 모
델(Quality of life model)에 의하면, 나이나 성별 등의
개인적 특성들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들(예를 들어,
월 소득)과 주관적 지표들(월 소득에 대한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주고,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은 객관적

과

1.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교육년한, 과거 정신병원 또는 요양원에 수용된 총
기간, 및 현 병동에서의 체류기간에 있어 개방병동군이
폐쇄병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 직업, 종교,
결혼상태, 발병연령, 이환 기간 및 투여 항정신병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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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in an open ward and a
closed ward
Open ward(n=26) Closed ward(n=26)
Age¶

32.7±

8.3

34.3±

6.6

Education(years)¶

12.0±

2.6

10.5±

2.8

t-value
-0.80
2.02*

Occupation(number of cases)
Yes

4( 15%)

4(15%)

No

22( 85%)

22(85%)

Religion(number of cases)

0.08†

Yes

12( 46%)

13(50%)

No

14( 54%)

13(50%)

Marrital status(number of cases)
Married

0%)

1( 4%)

26(100%)

0(

25(96%)

Age of onset¶

21.3±

5.7

25.0±

7.7

Duration of illness(years)¶

12.3±

7.6

9.3±

4.3

Total duration of previous institutionalizations(months)¶

43.7± 54.8

Single

Length of stay in the ward(months)¶

4.8±

Dosage of antipsychotics(CPZ‡ equivalent：mg/day)¶

3.5

20.9± 18.4
3.1±

1.7

-1.96
1.73
2.01*
2.21*

1167.3±811.9

1050.0±589.4

0.60

Somatization

49.4± 10.4

50.4± 15.2

-0.28

Obsessive-compulsive

48.3± 13.1

45.6±

Interpersonal sensitivity

53.6± 18.2

48.0± 11.3

Depression

48.3± 11.2

48.4±

SCL-90-R subscale scores¶
8.6

0.90
1.33

8.8

-0.03
-0.17

Anxiety

48.4± 12.2

48.8±

7.8

Hostility

48.5± 11.0

46.0±

7.5

0.94

Phobic anxiety

55.4± 16.8

51.9± 12.2

0.86

Paranoid ideation

52.9± 13.7

48.0±

1.51

Psychoticism
Mean±standard deviation

¶

*p<.05

†

9.5

54.1± 15.7
51.8± 9.8
0.65
‡
Chi-square value
CPZ indicates chlorpromazine

의 용량 등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

활동 영역에서 개방병동군이 폐쇄병동군에 비해 더 높

이환 기간(p<.10)과 발병연령(p<.10)에서는 개방병동

은 점수를 보였고(p<.05), 대인관계 영역에서도 개방병

군이 더 일찍 발병하여, 더 장기간 이환되어 있는 경향

동군이 더 높은 경향(p<.10)을 보였다(표 4). 주관적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삶의 지표에서는 건강과 재정 영역에서 개방병동군이

SCL-90-R의 9개 하위척도에 있어서 모두 개방병
동과 폐쇄병동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p<.05), 안전 영역에서도
개방병동군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p<.10).

2. 병실환경평가
WAS의 10개 하위척도 중, 지지(support), 자율(autonomy), 실제 지향(practical orientation)의 3개 척도
에서 개방병동군이 폐쇄병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표 3).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변수 중 병동에 따른 차이를
보였던‘교육년한’
,‘과거 정신병원 또는 요양원에 수용
된 총 기간’
,‘현 병동에서의 체류기간’이상의 3개의
변수에 의한 영향을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배제한 결
과, 객관적 지표 중‘가족관계’
(F=9.99, p<.01)‘여가

3. 삶의 질

활동’
(F=4.13, p<.05)의 두 영역에서는 여전히 개방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에서는 가족관계 영역과 여가

병동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관적 지표 역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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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S† subscale scores compared between
open ward and closed ward

Table 4.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of-life scores
for various domains of life

Open ward Closed ward
(n=26)
(n=26)
t-value

Open ward Closed ward
(n=26)
(n=26)
F-value
Mean±SD Mean±SD

Subscales

Mean±SD¶ Mean±SD¶
Involvement

6.50±2.23

5.48±2.29

1.62

Objective indicators

Support

7.92±1.94

6.14±2.01

3.23*

Family relations††

2.96±0.65

2.23±0.74

14.43**
3.46

Spontaneity

4.90±2.82

4.85±2.00

0.07

Social relations

2.54±0.82

2.16±0.67

Autonomy

6.43±2.07

3.74±2.03

4.73*

Leisure activities†

6.12±1.75

5.08±1.65

4.86*

Practical orientation 7.21±2.57

4.71±2.99

3.23*

Finances

2.81±0.92

2.45±1.08

1.03

4.85±2.31

1.02

4.64±1.08

4.39±1.04

0.71

Personal problem
5.56±2.70
orientation
Anger and aggression 3.71±2.38
Order and organization 7.45±2.19
Program clarity

7.39±2.58

Staff control
7.31±3.23
†
Ward Atmosphere Scale
¶
Standard Deviation
*p<.01

4.21±1.59 -0.89
6.61±1.99

1.45

6.62±2.64

1.06

7.40±2.40 -0.12

Subjective indicators
Living situation
Family relations

4.58±1.16

4.06±1.13

2.68

Social relations

4.37±0.92

4.25±0.81

0.26

Health¶

4.79±0.90

4.22±0.84

5.62*

Leisure activities

4.76±0.95

4.35±0.93

2.40

Finances¶¶

4.78±1.02

3.87±1.00

10.67**

Safety

5.00±1.65

4.19±1.79

2.86

¶

Global

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변수 중 병동에 따른 차이를 보
였던 위의 3개의 변수와, 객관적 지표 중 위의‘가족관
계’
와‘여가활동’
의 2개의 변수에 의한 영향을 공분산
분석으로 배제해 본 결과, 그 중‘가족관계’
(F=4.81,
p<.05),‘건강’
(F=4.46, p<.05),‘재정’
(F=9.10,
p<.01)의 3개 영역에서 개방병동군이 폐쇄병동군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관적 지표들을 평균하여 얻은 전반적 삶의 질 점수

quality-of-life¶
4.70±0.83 4.19±0.78
5.30*
*p<.05
**p<.01
†
Group comparison following covariate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p<.05
††
Group comparison following covariate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p<.01
¶
Group comparison following covariate adjustment
for demographic, clinical, and objective quality-oflife variables. p<.05
¶¶
Group comparison following covariate adjustment
for demographic, clinical, and objective quality-oflife variables. p<.01

도 개방병동군이 더 높았고, 이는 병동간에 차이를 보
였던 위의 3개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변수와 2개
의 객관적 지표에 의한 영향을 통계적으로 배제한 뒤에
도 여전히 유의하였다(F=5.44, p<.05). 이 병동간의
차이가 병실환경지각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병동간에 차이를 보였던 WAS의 3개 하위척도를
공변인에 추가하였을 때는 병동간의 전반적 삶의 질 점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F=0.56, p>.05).

동군에서는‘질서와 조직’
이, 그리고 폐쇄병동에서는‘지
지’척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다음으로 병동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환자를 대상으
로‘전반적 삶의 질 점수’
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
을 조사한 결과, 직업의 유무, 종교의 유무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t-test, p>.05).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교육년한’
(r=0.34,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4. 병실환경지각과 삶의 질

보였다. SCL-90-R의 9개 하위척도 중‘대인예민성’

WAS의 10개 하위척도 중 8개 척도가 개방병동군이

(‘Interpersonal sensitivity’
, r=-0.31, p<.05),‘불

나 폐쇄병동군의‘전반적 삶의 질 점수’
와 높은 상관관

안’
(‘Anxiety’
, r=-0.31, p<.05),‘편집증’(‘Pa-

계를 보였다. 그중‘참여’
,‘지지’
,‘자발’
,‘질서와 조

ranoid ideation’
, r=-0.30, p<.05)의 3개 척도가 상

직’그리고‘프로그램 명확성’
의 5개 척도는 두 병동

관관계를 보였다. WAS의 10개 하위척도 중,‘참여’

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개인문제지향’

(r=0.49, p<.01),‘지지’(r=0.57, p<.01),‘자발’

척도는 개방병동군에서만, 그리고‘실제지향’
과‘분노

(r=0.41, p<.01),‘자율’
(r=0.37, p<.01),‘실제지향’

와 적개심’척도는 폐쇄병동군에서만 유의하였다. 개방병

(r=0.47, p<.01),‘개인문제지향’
(r=0.40, p<.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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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of global quality-of-life score
with WAS subscale scores
Global quality-of-life score
WAS

완고한 원칙에만 따르며 증상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는
병원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삶의 질이란 개념은 환자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개방병동의 본래 취지와 잘

Open ward
(n=26)

Closed ward
(n=26)

Involvement

0.4600*

0.4533*

Support

0.4275*

0.5930**

Spontaneity

0.4503*

0.4056*

Autonomy

0.1980

0.3174

Practical orientation

0.3108

0.4775*

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삶의 질과 연관된 병실환경특

Personal problem
orientation
Anger and aggression

0.4472*

0.2831

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0.2817

-0.4382*

부합하며, 나아가 개방병동의 치료적 가치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구하는데 있어 좋은 기준이 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에서의 삶의 질의 차이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연구 결과, 개방병동군은 폐쇄병동에 비해 병실환경
을 보다 자율적이고, 퇴원 후나 장래의 실제적인 문제

Order and organization

0.4945*

0.4014*

Program clarity

0.3938*

0.5269**

에 관심을 보여주고, 상호간의 관심과 지지가 원활한

0.0430

환경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

Staff control
*p<.05 **p<.01

-0.1526

가는 기존의 개방병동이나 치료공동체적 병동을 대상으

Table 6. Regression analysis to predict global qualityof-life score†
Variables

로 한 국내의 연구들10)22-25)과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에서는 가족관계 영역과 여가

B

Beta

T

활동 영역에서만 개방병동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Support(WAS)

1.74

0.45

3.72**

여가활동의 항목 중 일부는 찻집에 가기, 축구하기 등

Order and organization(WAS)

1.21

0.31

2.55*

병동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Constant
†
Multiple R=0.63,
*p<.05 **p<.01

F=16.5,

2.37
p<.001

6.32**

개방병동만이 자유롭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차이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차이가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

노와 적개심’
(r=-0.36, p<.01),‘질서와 조직’
(r=0.48,

음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의

p<.01),‘프로그램 명확성’
(r=0.48, p<.01)의 9개 척

질에 있어서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크게

도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13개 변수를 독립변수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이지만 다소의 상관관계

로 한 단계별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 WAS 중‘지지’

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6)27), 본 연구에서는

(p<.01)와‘질서와 조직’
(p<.05)의 2개의 변수가‘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본 연구가 지

반적 삶의 질 점수’
의 변량의 38%를 설명할 수 있었

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가 포함되지 않은 입원환자들

다(표 6).

만을 대상으로 했던 관계로 객관적인 생활환경의 차이
가 적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고

찰

다음으로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의 각 영역들을 살펴
보면, 개방병동군이 3개 영역에서 폐쇄병동 보다 더 높

만성 정신질환의 치료에서 삶의 질의 개선이 새로운

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특히 재정 영역의 만족도는 다

치료목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환자를 단순히 증상을

른 두 영역의 만족도와는 달리, WAS상의 차이에 의한

치료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효과를 공분산분석으로 배제 하여도 계속 유의한 차이

의 주관적 느낌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인격체로서 존중

를 보였다. 이 차이는 재정영역의 객관적 지표인 용돈

하자는 것이며, 그들의 삶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자

액수의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았으며, 용돈사용 방식의

12)

는 것이다 . 개방병동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을 고찰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개방

Rubin21)에 의하면 개방병동의 치료적 가치를 주장하는

병동 환자들의 경우 일정액(매주 1만원씩)을 가지고 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개방병동을 정의하기를 환자의 존

니며 구내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폐쇄

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병원이라 하였고, 폐쇄병동은

병동 환자들은 담배, 간식, 기타 문구류나 개인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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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동직원을 통해 구내매점에 구입신청을 하도록 되

찾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 13개의 예측변수들 중

어 있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분을 한번에

에서 WAS의‘지지’
와‘질서와 조직’
이 독립적인 설

신청해야 하며, 물품대금은 보호자가 병원측에 맡겨놓

명력을 가지는 요인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보

은 돈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재정영

았듯이‘지지’는 개방병동군이 폐쇄병동군에 비해 유

역의 만족도는 WAS로 측정되는 병실환경특성 보다는

의하게 높게 지각한 병실환경특성이었다. 그러므로 치

두 병동의 용돈사용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

료 환경이 환자의 만족도나 삶의 질과 긍정적인 상관관

각되었으며, 폐쇄병동군의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들 중

계를 보인다는 기존의 보고5)6)를 고려할 때, 증상이 어

유일하게 보통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인 지표였음을

느 정도 조절된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폐쇄병

고려할 때, 폐쇄병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

동에 비해 개방병동에서 치료받는 것이 환자의 병실환

선적으로 바뀌어야할 점이라 하겠다.

경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그들의 삶의

주관적 지표들을 평균한 전반적‘삶의 질 점수’
는개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었다.

방병동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인구학

그러나 본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가

적 및 임상적 특성들과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의 차이

지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기존의 연구28)29)에서

에 의한 영향을 공분산분석으로 배제한 뒤에도 유의하

는 우울증상을 비롯한 임상증상들과 약물과 관련된 요

였다. 그러나 병동간에 차이를 보였던 WAS의 3개 하

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척도를 공변량에 추가하면 병동간의‘전반적 삶의 질

본 연구에서도 SCL-90-R의 일부 척도들이 비록 회

점수’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방

귀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전반적 삶의 질 점수’
와

병동의 환자들이 보고하는 높은 삶의 질은 그들이 지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만약 표본의 크기가 충분

하고 있는 병실환경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했다면 회귀식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즉,‘전반적인 삶의 질 점수’
는

나 우울증상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병실환경특성들과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이유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기분장애 환자가 배제되

중에서도 폐쇄병동군에서는 병실환경이 얼마나 지지적

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약물의 용량이‘전반적 삶

인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개방병동군에서

의 질 점수’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대

는 병동이 얼마나 질서있고 잘 조직되어 있는지와 가장

상군이 비교적 균질한 만성화된 환자들이었던 점이 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방병동에서‘질서와 조직’

려될 수 있겠다. 그러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영향은

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폐쇄병동의 공동체로부

본 연구에서는 평가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회

터의 보호기능과 강력한 통제가 중요한 치료인자임에

귀분석에서는‘전반적 삶의 질 점수’와의 상관관계만

비추어 이해해 볼 때, 일부 환자들은 개방병동의 환경

을 기준으로 선정된 13개의 예측변수들을 계층을 나누

을 무질서하고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

지 않고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며, 이러한 지각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에 대

그 결과를 가지고‘전반적 삶의 질’
을 예측하는 모델을

한 욕구를 위협하고, 환자를 붙들어 주는 환경(holding

추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병실환경특성과 삶의 질 사

environment)으로서의 병실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삶의

이의 연관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개방병동군이 폐쇄병동

있겠다. 그러므로 개방병동이 모든 환자에게 바람직한

군보다 병실환경을 보다 자율적이고 지지적이며 실제

것은 아니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료환경이 선택되어야

지향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개방병동군은 폐쇄병동과 달리‘개

서도 개방병동군은 폐쇄병동군에 비해 높은‘전반적 삶

인문제지향’척도에서‘전반적 삶의 질 점수’
와 상관관

의 질’점수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병실환경에 대한 지

계를 보였는데, 이는 보다 개별화된 정신치료적 접근이

각과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폐쇄병동에 비해 개방병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이 환자의 병실환경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화

다음으로, 병동의 구분없이 전체환자를 대상으로 하
여 그들의‘전반적 삶의 질’
을 예측 설명하는 요인들을

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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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우선

6) Shepherd G, Muijen M, Dean R, Cooney M

평가도구로 사용한‘삶의 질의 척도’
가 각 하위척도들
의 내적 일치도는 탐색적 연구의 목적으로는 대체로 만
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측정

7)

되지 않았으며, 타당도도 국내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다
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삶의 질의 척도’
를 측정하는

8)

방식에 있어서, 비록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없이 환
자의 답변을 그대로 기록하는 면접방식이지만, 평가자
들이 연구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자의

9)

기대가 환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제한점이 있다.

10)

그리고 연구대상이 모두 입원중인 만성정신분열병 환
자들로서 생활환경상의 차이나 임상특성상의 차이가 크
지 않았고, 또한 표본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일반적으

11)

로‘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인구
사회학적, 임상적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연관
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결과는 탐색적인 성
격의 연구결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전향적 연

12)

구가 아닌 관계로 연구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가설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무리
가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한

13)

것으로 사료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예컨대 가족의 비판적 태도(family criticism)
나 약물 부작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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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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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ty of Life and Perception on Ward Atmosphere
in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Byung Tag Ahn, M.D., Sung Hee Han, M.D., Choong Kyoung Lee, M.D.
Department of General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Seoul

Objectives：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ward atmosphere of an open ward and that of
a closed ward as perceived by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and to find out whether the perceived
ward atmosphere is associat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and also to get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treatment policies of open wards.
Methods：Fifty-two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were selected, 26 of them were in an open
ward and the remaining 26 patients were in a closed ward, in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All the
pati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whole items of Ward Atmosphere Scale(WAS) and SCL-90-R.
Objective indicators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their quality of life were scored during a face to face
interview using portions of Lehman’s Quality of Life Interview. The subjectiv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were combined to a single ‘
global quality-of-life score’and then examined for associations with
other variables. All the measure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Covariate adjustments were
made as needed.
Results：The open ward pati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
support’
, ‘
autonomy’
and ‘
practical orientation’subscales among WAS in comparison with closed ward patients. The open
ward patients reported higher ‘
global quality-of-life score’compared with the closed ward patients.
These differences were also significant following covariate adjustments for demographic, clincal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variables. Among the WAS subscales ‘
order and organization’
(r=0.49, p<.05)
was the highest correlate of ‘
global quality-of-life score’in case of open ward patients, and ‘
support’
(r=0.59, p<.01) was the highest correlate in case of closed ward patients.
Conclusion：The open ward patients reported better satisfaction with life, and their reported
satisfaction were associated with their higher ratings on WAS.
KEY WORDS：Open ward·Ward atmosphere·Quality of life·Chronic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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