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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 적：
본 연구는 전문병원 위탁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주간보호의 전체적인 체계,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모델을 소개하고, 이 모델을 주간보호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간보호 모델을 발전시켜 만성정신병환자의 생활유지와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되었다.

방 법：
본 주간보호 모델(이하 본 모델이라 함)을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의왕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총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PANSS, Quality of Life, 삶의 만족 척도를 주간보호 전과 주간보호
실시 3개월 이후에 조사하였다.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 13가지 치료요인 척도를 주간보호 1개월째와 주간보
호 실시 3개월 이후에 조사하였다.

결 과：
1) 본 모델은 만성정신병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생활유지 및 재활에 도움
을 주었다.
2) 본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집단치료들을 사용하여 만성정신병환자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특히 예술치료
와 활동치료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본 모델에 작용하는 치료요인의 특징을 보면 주간보호 초기와 후기에 모두 중시된 치료요인은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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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동일시, 치료자의 조언, 일차가족집단의 교정적 감정경험이었다. 주간보호 초기에 중시된 치료요인은 집
단응집력, 이타심이었으며, 주간보호 후기에는 희망의 고취가 중시되었다.
4) 본 모델은 여러 분야의 치료자들과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데 유용하였다.

결 론：
본 모델은 만성정신병환자의 생활유지와 재활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주간보호·모델·재활치료·만성정신병환자.

경우 이러한 기능의 결손이 더욱 심하여 사회복귀에 상

서

론

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애를 감소시키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신

국내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부터 정신질환자

의학 및 정신건강 용어사전5)에 의하면 재활(reha-

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bilitation)이란 모든 능력부전(disability)에 적용되며,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정신보건센

개체를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기능상의 능력을 갖도록

터를 설치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훈련, 재훈련하기 위한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통해 정부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

수단의 통합된 적용을 말한다6).

다. 경기지역에서는 1997년 11개 시, 군에 정신보건센

재활치료(rehabilitation therapy)란 만성정신질환자

터을 설치하였고, 1998년에서는 16개 지역으로 확대

의 결손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회복

하였다1).

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칭할 수 있다. 특히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병을 비롯하여 알콜 및 약물중

만성정신병환자에게 결손기능의 회복을 위해 보다 포괄

독, 치매, 신경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을 대

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

상으로 하지만 이중 정신병환자에 대한 사업이 매우 중

다. 만성정신병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에는 작업치료, 활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만성정신병환자의 경우 장

동치료, 예술치료, 사회기술훈련을 포함한 정신사회치료,

기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보호자의 경제력 상실과 정신

직업재활치료, 지역사회 지지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적 탈진으로 결국 사회와 가족뿐 아니라 치료영역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재활치료는 주간보호(day care)를

소외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만성정신병환자를 가

통해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렇기

족이 각각 개별적인 차원에서 돕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

때문에 주간보호는 모든 재활치료의 축소판이라 할 수

려운 일이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있으며, 재활치료는 주간보호를 통해 통합될 수 있다.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등록 및

각된다. 미국의 경우 정신보건센터가 부분적으로 실패

사례관리, 정신질환에 대한 홍보, 정신보건 요원교육,

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2), 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직업재활, 거주시설 등이 있으며 주간보호도 중요한 일

센터 프로그램이 예방에서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정신병환자의 재활

너무 폭넓게 다루어 인력이나 재정여건에 따라 접근이

치료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용이한 프로그램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사회정신보건에

주간보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에 대한 연

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만성정신병환자에 대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주간보호는 대부

한 서비스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분 최근에 시작되어 축적된 자료가 없으며, 주간보호에

정신병환자는 증상을 감소시키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약물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약물치료만으로는 음성증
상을 호전시키지 못하며3), 남아있는 인지적, 사회적 기
4)

능의 장애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 만성정신병환자의

대한 연구는 일부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7-9) 이외에
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간보호(day care)는 낮병원(day hospital) 및 낮
치료(day treatment)와 더불어 부분입원의 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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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부분입원환자의 대부분이
10)

어 낮병원과 다른 새로운 주간보호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간보호 프로그램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국내의 정

할 수 있다. 주간보호에 대한 연구 중 특히 전체적인

신보건센터는 전문정신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체계(system)와 운영(management) 모델에 대한 연

위탁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정신보건센터의 주

구가 중요한데 이는 주간보호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

간보호는 정신과 의사가 중심이 되어 관리한다는 점에

한 기본 바탕이 되며 부분입원의 실제적인 운영에 도움

서 낮병원과 비슷한 면이 많다. 또한 주간보호는 낮병

을 주기 때문이다.

원과 동일하게 정신병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

본 연구는 낮병원 모델에 대한 저자들의 이전 연구14)

적을 가지고 있어 체계와 운영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

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소와 연계된 전문병원 위탁형 정

다. 그러나 낮병원과 낮치료는 비교적 심하게 만성화되

신보건센터에서 실시되는 주간보호 모델에 대해 연구할

지 않은 정신병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기개입과 증상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문병원 위탁형 정신보건센터는

의 치료(treatment) 및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

정신과 의사가 주 2일 이상 근무하면서 센터장을 맡아

면 주간보호는 만성정신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유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호사 또는 사회사업가

지(maintenance)및 재활(rehabilitation)에 초점을 맞

3인이 전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간보호는 주 5일 실

11-12)

춘다는 점

시로 기본 운영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에서 차이가 있다.

주간보호에서는 낮병원과 달리 환자집단이 만성화되

관형 또는 보건소 중심형의 주간보호에서는 정신과 의

어 있어 재활을 위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사는 증상 및 약물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치료팀

때문에, 치료진이 환자를 신속히 재활시키려 할 때 오

의 수가 적고, 주간보호는 보통 주 3일 이하로 실시하고

13)

히려 환자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 그러므로

있어 전문병원 위탁형과는 차이가 있다.

주간보호의 목표를 치료자 중심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본 저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한국 실정에 맞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생활유지를 주간보호의

는 주간보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그렇게 할

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신과 의사가 관리

때 재발과 재입원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매우 유익할

하는 주간보호의 전체적인 체계, 운영, 프로그램에 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모델을 개발하여 소개한다. 둘째 이 모델을 주간보

주간보호에서 행해지는 재활치료는 의사소통에 초점

호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을 맞춘 사회기술훈련집단, 정신병에 대한 정보 및 지

을 분석한다. 셋째, 그리하여 이 모델의 적절성과 타당

식을 제공하는 정신건강교육집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을 검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주간보호 모델을 발전

이해를 증진시키는 인간관계훈련집단, 독립적인 생활을

시켜 만성정신병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계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일상생활관리훈련집단,

를 마련하고자 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활동치료집단, 음악치료, 미

본 저자들이 개발한 주간보호 모델

술치료와 같은 예술치료집단 등 여러 집단치료(group
therapy)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한국실정에 맞는 정신병

저자들은 이전 낮병원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낮병원

환자의 통합치료를 위한 낮병원 모델14)을 개발하였다.

의 전체적인 체계와 운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며 주

저자들의 이전 낮병원 모델은 다양한 기능수준의 환자

간보호는 낮병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본 논문의

들을 위한 모델이지만 주로 심하게 만성화되지 않은 환

주간보호 모델은 낮병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원치료의 대안 또는 입원

로 기술하고자 한다.

에서 외래치료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의 치료를 제공하
였으며, 다른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
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해 주간보호는 비교적 동질
적인 만성정신병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치료보
다는 생활유지 및 재활을 주로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

1. 기본원칙
본 주간보호 모델(이하 본 모델이라 함)의 기본원칙
은 낮병원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대상 및 목표에
차이점이 있다.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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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치료대상은 만성정신병환자로 하며, 적극적인
증상개선보다는 장기적인 생활유지(maintenance)및 재
활(rehabilit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약물치료, 환경치료, 지역사회 정신의학을 모두
집단치료의 틀(paradigm)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셋째, 정신과 전문의가 주 2회 전일 참석하여 치료팀
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감독하며, 주간요약지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지를 통해 주간보호를 전체적
Fig. 1. Structure of persons in day care.
*Psychiatrist
**Chief of public health center

으로 간소하게 통합한다.
넷째, 각종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운영하여
환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여 환자의 자존심을 높이고 잠재능력을 개발

서로간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토의하여, 자율적

시킨다.

인 태도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킨다(공동체 모임).

다섯째, 자원봉사자와 실습학생을 적절히 활용하고

여덟째, 환자가 자기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
는 능력을 향상시킨다(주간계획).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홉째, 가족에게 환자의 병에 대한 정보, 가정에서

2. 기본목표
본 모델의 기본목표도 낮병원 모델의 기본목표와 유
사점이 많으나 일부 차이점은 주간보호에서는 일상생활
관리훈련과 예술치료에 해당하는 목표가 추가되고 집단
정신치료와 싸이코드라마에 해당하는 목표가 삭제된 점
이다. 기본목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목표이다.
첫째,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
으로 환자에게 교육하고 훈련시켜, 사회생활에 잘 적응

환자를 대하는 방법, 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환자의 병에 대해 이해
하고 치료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가족정신건강교육).
열번째, 가족들간에 서로의 어려움과 나누고 상호 서
로 격려함으로써,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가족지지모임).

3. 운영방법
운영방법은 효과성, 효율성, 편의성, 경제성을 고려하

을 할 수 있게 한다(사회기술훈련).
둘째, 환자가 다양한 사회생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
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넓히고 실제적인 사회적응력을

였으며, 우리나라의 전문병원 위탁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먼저 인력구성은 정신과 전문의 1인, 간호사 또는 사

높인다(사회적응훈련).
셋째, 환자에게 자신의 병과 치료방향에 대해 교육함

회사업가 3인으로 되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주 2

으로써, 스스로 치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

일, 나머지 인력은 주 5일 참여한다(그림 1). 인력의

다(정신건강교육).

구성은 낮병원과 유사하며 각 인력의 역할도 낮병원과

넷째, 개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교육

유사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정신보건센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일상

터의 주간보호는 낮병원과 달리 행정가가 내부행정가

생활관리훈련).

와 외부행정가로 나눠져 있다. 내부행정가는 정신과 전

다섯째, 환자의 자기표현력과 자기인식을 향상시켜,

문의가, 외부행정가는 보건소장과 주무계장이 맡고 있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돕

으며, 때때로 운영에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만한

는다(인간관계훈련).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본 모델에서는 행정상의 어려움

여섯째, 예술활동 및 오락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은 정신과 전문의가 원만히 조정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동시에 환자의 부적응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

하여 실제적인 주간보호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능을 회복시킨다(예술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주간보호에서는 낮병원보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

일곱째, 환자들이 주간보호에서 느낀 점과 구성원들

하다. 때문에 낮병원 모델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치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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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보면 오전 프로그램은 언어중
심적이고 집중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배치하였고,
오후 프로그램은 활동지향적이며 편하게 참석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 월요일 오전에
는 한 주의 생활을 계획하도록 주간계획을, 금요일 오
후에는 한 주간의 생활을 정리하도록 공동체 모임을 시
행하였다(그림 3). 사회기술훈련은 상위기능집단과 하
위기능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주간계획은 각각의 치료자
Fig. 2. Structure of treatment program in day care.
*Social skill training, social outing, psychoeducation, daily living skill training, music therapy,
art therapy, therapeutic recreation etc.
**Intake diagnostic conference, treatment planning meeting, team approach meeting
***Family psychoeducation, family support group

의 일부로 편성하였으나 주간보호에서는 치료팀, 환자
및 가족과 더불어 독립된 인력으로 편성하였다. 주간보
호는 치료보다 생활유지와 재활을 통해 환자가 지역사
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와 같은 다소 비전문적이고 지역사회와 가까운

가 자신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들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기능이 좋아진 환자는 주 2회 또는 주 1회 정
신건강교육에만 참가하게 하였다. 다수의 치료자가 참
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토론을 하였으
며, 매 프로그램마다 진행과 결과에 대해 컴퓨터 용지
한면 이내로 프로그램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
로 사회사업가가 매주 주간요약지를 만들어 모든 치료
팀과 자원봉자자,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전달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을 소개하는 것은 누구나 논문을 통해 쉽
게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력이 환자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상 및 방법

주간보호의 인력은 주간보호 이외에도 등록 및 사례관
리, 주민교육, 홍보 등의 다른 업무가 많으며, 낮병원과
같이 보다 풍부한 치료팀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원봉사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면이 있다.
다음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공동체 모임, 치료
팀 모임, 가족 모임을 기본구조로 하였으며, 치료 프로
그램은 대부분 각종 집단치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부
분은 낮병원 모델과 유사하다(그림 2). 프로그램의 구
성상 주간보호가 낮병원 모델과 다른 특징적인 면은 주
간보호에서 음악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예술치료와 치
료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활동치료를 활성화하였다는 것
이다. 낮병원에서는 비구조적인 집단치료인 집단정신치
료와 싸이코드라마를 중시하였으나 주간보호에서는 집
단정신치료와 싸이코드라마를 제외하였고 예술치료와
활동치료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낮병원 모델에 대한 저
자들의 이전 연구14)를 토대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차이
점으로는 주간보호에서는 일상생활관리훈련을 추가하
였다는 것이다. 일상생활관리훈련은 낮병원에 없는 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의왕시
정신보건센터의 주간보호에 참여한 환자 중 최소 3개
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개월 미만의 참여자, 이사, 증상악화로 인한 입원, 불규
칙적인 참여, 참여거부 인한 중도탈락 등으로 연구대상
에서 제외된 환자는 환자는 모두 7명으로, 이들을 제외
한 최종 연구대상자는 남자 17명, 여자 6명으로 총 23
명이었다. 환자의 진단은 DSM-IV를 기준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정신병환자들로 유병기간이 길고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고
가족지지체계가 빈약한 경우가 많았다. 환자들은 의왕
시 거주자가 많으나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안양, 군포
지역의 환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간보호의 특성
상 물질관련장애 환자, 지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정
신지체 환자, 기질성 뇌증후군 환자는 제외되었다.

로그램으로 주간보호 환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2. 연구방법

적인 기술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이러한 기술을 구체적

본 연구에서 평가척도로는 PANSS(Positive and

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Negative Syndrome Scale)15), Quality of Life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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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illustration of time table in day care.

ale(QLS)16), 삶의 만족 척도(Life Satisfaction Self17)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 5점척도로

Rating Scale) ,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Program He-

평가한다. 33개 문항은 크게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lpfulness Scale), 13가지 치료요인 척도(13 The-

및 일반적인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18)

rapeutic Factors Scale) 를 사용하였다. PANSS,

정신건강, 의·식·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

Quality of Life Scale, 삶의 만족 척도는 환자가 주간

과로 된 8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져 있다. 프로그램 유

보호를 시작하기 전과 주간보호에 참여한 후 3개월 이

익성 척도(부록)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환자들이

상 경과된 후 각각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느끼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록)와 13가지 치료요인 척도는 주간보호 시작 후

척도는 주간보호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처음 4주째와 주간보호 참여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후

대해 유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1점부터 5점까지 5점

각각 실시하였다.

척도로 평가한다. 13가지 치료요인 척도18)는 주간보호

15)

PANSS 는 양성척도, 음성척도, 일반정신병리척도

에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환자들에게 치료적으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자의 정신병리를 다차

로 작용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16)

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Quality of Life Scale 은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하나의 치

면담을 통해 치료자가 평가하는 반구조적 척도로 환자

료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문항마다 1점부터 5점까지 5

의 삶의 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척도

점 척도로 평가한다.

는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0점부
터 6점까지 7점 척도로 평가한다. 21개 항목은 크게 대
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도구적 역할(insrumental role), 정신내적 기초(intrapsychic foundations), 일상적 물건과 활동(common objects and activity)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삶의 만족 척
도17)는 자기기록식 척도로 환자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
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척도는 모두 33개 문항으로

3. 자료분석
PANSS, Quality of Life Scale, 삶의 만족 척도의
경우 주간보호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점수를 paired ttest로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와 13가지 치
료요인 척도의 경우 각 항목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높
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으며, 이 순위에 의해 각 항목
을 비교하였다.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도 주간보호를 실
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치료팀의 경험, 환자의 반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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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족의 반응에 대해 총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Variable

Number(%)

Age(mean year±SD)

34.37±10.7

Sex
Male

먼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보면 나이는 평균

Female

34.37(±10.7)세였고, 남자가 73.9%, 여자가 26.1%였

17(73.9)
6(26.1)

Education

다. 입원횟수는 평균 5.45(±5.7)였으며, 유병기간은

Middle school and below

12(52.2)

평균 9.31(±7.9)년이었다. 중졸 이하가 52.2%를 차지

High school

10(43.5)

하였고, 무직이 87.0%였으며, 미혼이 82.6%였다. 진단

College and above

1( 4.3)

Occupation

별로 보면 정신분열병이 78.3%, 기분장애가 13.0%, 비

Unemployed

정형 정신병이 8.7%를 차지하였다(표 1).
PANSS에서는 양성척도, 음성척도, 일반정신병리척
도 각각의 합계점수를 보면 음성척도의 합계점수는 주

20(87.0)

Labor

1( 4.3)

House wife

2( 8.7)

Marital status

간보호 참여 전보다 후에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Unmarried

(p<0.01), 양성척도의 합계점수는 주간보호 참여 후

Married

1( 6.3)

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하지는 않

Divorced

3(13.0)

Religion

았으며, 일반정신병리척도의 합계점수는 별다른 변화

None

가 없었다. 각 척도의 개별항목을 살펴보면 양성척도
에서는 delusion(p<0.05), 음성척도에서는 blunted
affect(p<0.01), emotional withdrawal(p<0.01), passive/apathetic social withdrawal(p<0.01), lack of

8(34.8)

Catholic

2( 8.7)

Budd hism

3(13.0)

Diagnosis
Schizophrenia

정신병리척도에서는 motor retardation(p<0.05), di-

Mood di sorder
Atypical psychosis

sturbance of volition(p<0.05)의 항목에서 주간보호
참여 전보다 후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표 2).
Quality of Life Scale에서는 21개 항목의 총점이 주간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친구와의
친밀도(friends)(p<0.05), 활발한 교제(acquaintance)
(p<0.01),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y)(p<0.01), 사
회적 주도권(social initiative)(p<0.05)이 주간보호 참
여 후에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정신내적 기초 영역에서
는 목적의식(sense of purpose)(p<0.01), 동기(motivation)(p<0.05), 무쾌감증(anhedonia)(p<0.05), 목
적없는 비활동성(aimless inactivity)(p<0.05)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 일상적 물건과 일상적 활동 영역에
서는 일상적 활동(commonplace activities)(p<0.01)
이 주간보호 참여 후에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구적 역할 영역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던 항목
이 없었다(표 3).
삶의 만족 척도에서 33개 항목의 총점은 주간보호 참

10(43.5)

Protestantism

spontaneity and flow of conversation(p<0.05), 일반

보호 참여 전보다 후에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0.001).

19(82.6)

18(78.3)
3(13.0)
2( 8.7)

Number of admission(mean±SD)

5.45± 5.7

Duration of illness(year±SD)

9.31± 7.9

여 전과 후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 33개 항목을 8개
의 하위척도로 나누어보면 친구 및 대인관계(p<0.05),
그리고 여가활동(p<0.05) 하위척도만 주간보호 참여
후에 의미있게 증가하였다(표 4).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에서 주간보호 시작 후 1개월
시점에서 상위순위를 차지한 6개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지역사회적응훈련, 정신건강교육, 인간관계훈련, 일상생
활관리훈련, 치료레크리에이션, 미술치료였으며, 주간보
호 참여 후 3개월 이후에 상위순위를 차지한 6개 프로
그램은 순서대로 지역사회적응훈련, 인간관계훈련, 음
악치료,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치료레크리에이션
이었다(표 5).
13가지 치료요인 척도에서 주간보호 시작 후 1개월
시점에서 상위순위를 차지한 6개 치료요인은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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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PANSS)
Before day care
mean(±SD)

Item

After day care
mean(±SD)

t

p-value

Total
Positive scale total

12.74( 5.0)

11.91( 3.8)

1.81

0.084

Negative scale total

17.39( 6.2)

15.00( 4.7)

3.55

0.002**

General psychopathology scale total

29.96(12.6)

28.79(11.6)

1.56

0.133
0.017*

Individual item(significant item only)
Delusion(P)

2.43( 1.3)

2.09( 1.1)

2.58

Blunted affect(N)

2.78( 1.5)

2.22( 1.0)

3.21

0.004**

Emotional withdrawal(N)

3.04( 1.3)

2.48( 1.0)

3.44

0.002**

Passive/Apathetic social withdrawal(N)

3.13( 1.2)

2.74( 0.9)

2.60

0.016*

Lack of spontaneity and flow of conversation(N)

2.70( 1.4)

2.22( 1.1)

2.31

0.031*

Motor retardation(G)

2.20( 1.3)

1.91( 1.0)

2.29

0.032*

2.63( 1.5)

2.25( 1.3)

2.39

0.026*

Disturbance of volition(G)
*p<0.05,
**p<0.01
Table 3. Quality of life scale(QLS)
Item
QLS total score

Before day care
mean(±SD)

After day care
mean(±SD)

t

44.87(19.6)

54.30(18.4)

7.26

p-value
0.001**

Category of interpersonal relations
1. Household

3.30( 1.8)

3.43( 1.5)

0.57

0.575

2. Friend

1.70( 2.1)

2.39( 2.0)

2.51

0.020*

3. Acquaintances

1.13( 1.3)

1.96( 1.3)

3.04

0.006**

4. Social activity

1.00( 1.2)

1.91( 1.2)

4.61

0.001**

5. Social network

2.22( 1.2)

2.61( 1.1)

1.99

0.059

6. Social initiative

1.96( 1.4)

2.61( 1.4)

2.71

0.013*

7. Withdrawal

2.35( 1.3)

2.91( 1.3)

2.13

0.045*

8. Sociosexual

1.22( 1.3)

1.17( 0.8)

0.17

0.866

0.70( 1.0)

0.87( 1.1)

1.45

0.162

Category of instrumental role
9. Occupational role
10. Work functioning

0.65( 1.2)

1.04( 1.4)

1.74

0.095

11. Work level

0.35( 0.5)

0.52( 0.7)

1.70

0.103

12. Work satisfaction

0.52( 0.7)

0.57( 0.8)

0.44

0.665

13. Sense of purpose

1.74( 1.1)

2.70( 1.3)

3.45

0.002**

14. Motivation

1.83( 1.2)

2.26( 1.3)

2.21

0.038*

15. Curiosity

2.96( 1.9)

3.17( 1.4)

0.87

0.396

Category of intrapsychic foundations

16. Anhedonia

2.74( 1.6)

3.39( 1.3)

2.29

0.032*

17. Aimless inactivity

2.74( 2.3)

3.49( 1.7)

2.39

0.026*

20. Empathy

3.30( 1.6)

3.52( 1.6)

0.93

0.365

21. Emotional interaction

4.17( 1.0)

4.61( 1.2)

2.01

0.057

Category of common objects and activities
18. Commonplace objects

4.70( 1.1)

4.74( 1.0)

0.18

0.857

19. Commonplace activities
*p<0.05,
**p<0.01

3.69( 1.6)

4.39( 1.2)

2.9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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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fe satisfaction self-rating scale(LSRS)
Before day care
mean(±SD)

After day care
mean(±SD)

t

p-value

85.54(21.8)

92.45(21.4)

1.69

0.106

1. Family and relatives relationship

7.95( 3.1)

8.36( 2.7)

0.51

0.613

2. self-satisfaction and general life

16.95( 5.9)

17.73( 6.3)

0.68

0.506

3. Friend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36(3.3)

14.18( 3.5)

2.22

0.038*

7.64( 3.4)

8.36( 3.2)

1.42

0.169

Item
LSRS total sc ore
Subscale

4. Residence environment

14.23( 3.6)

14.59( 4.3)

0.41

0.686

6. Food, clothing, and economic state

5. Physical and mental health

9.82( 3.5)

10.86( 3.0)

1.59

0.128

7. Leisure activity

4.68( 1.7)

5.55( 1.6)

2.27

0.034*

9.50( 3.4)

10.32( 3.1)

0.89

0.385

8. Job and daily living
*p<0.05
Table 5. The rank of program helpfulness
Rank

Early period of day care

Mean(±SD)

Late period of day care

Mean(±SD)

1

Social outing

3.98(1.19)

Social outing

3.87(1.33)

2

Psychoeducation

3.88(1.25)

Human relations training

3.84(1.21)

3

Human relations training

3.85(1.22)

Music therapy

3.80(1.27)

4

Daily living skill training

3.76(1.15)

Social skill training

3.73(1.20)

5

Therapeutic recreation

3.67(1.21)

Psychoeducation

3.67(1.38)

6

Art therapy

3.56(1.10)

Therapeutic recreation

3.63(1.32)

7

Social skill training

3.44(1.24)

Art therapy

3.61(1.36)

8

Music therapy

3.37(1.09)

Community meeting

3.59(1.19)

9

Morning exercis e

3.28(1.55)

Weekly planning meeting

3.56(1.25)

10

Cooking therapy

3.20(1.32)

Daily living skill training

3.54(1.22)

11

Community meeting

3.14(1.24)

Tea meeting

3.53(1.32)

12

Weekly planning meeting

3.05(1.26)

Morning exercise

3.50(1.37)

13

Tea meeting

2.94(1.42)

Cooking therapy

3.48(1.33)

치료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therapists), 실

하는 주간보호의 모델에 관한 연구로, 정신보건센터에

존적 인자(existential factor), 집단응집력(group co-

서 시행하는 광범위한 정신보건사업이나 복잡한 행정

hesiveness), 일차가족집단의 교정적 감정경험(the co-

적 측면보다 만성정신병환자의 재활에 기본이 되는 주

rrective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family group),

간보호의 실제적인 치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

이타심(altruism), 치료자의 조언(guidance of the-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모델의 특징과

rapists)이었으며, 주간보호 참여 3개월 이후에 상위순

효과에 대해 낮병원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위를 차지한 6개 치료요인은 순서대로 치료자와의 동일

첫째, 본 모델은 만성정신병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

시, 희망의 고취(instillation of hope), 실존적 인자, 치

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생활유지 및 재활에 도

료자의 조언, 일차가족집단의 교정적 감정경험, 구성원

움을 주었다.

과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members)였다(표 6).

대상자의 특징을 보면 나이는 평균 34.37세였고, 입
원횟수는 평균 5.45회였으며, 유병기간은 평균 9.31년

고

찰

이었고, 중졸 이하가 52.2%였고, 무직이 87.0%였다.
이에 비해 낮병원에 대한 이전 연구14)에서는 대상자의

본 연구는 전문병원 위탁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

나이가 평균 29.52세였고, 입원횟수는 평균 2.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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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ank of 13 therapeutic factors
Rank

Early per iod of day care

Mean(±SD)

Late period of day care

Mean(±SD)

1

Identification with therapists

4.15(1.16)

Identification with therapists

3.86(1.31)

2

Existential factor

4.08(1.26)

Instillation of hope

3.71(1.40)

3

Group cohesiveness

4.01(1.13)

Existential factor

3.53(1.30)
3.36(1.52)

4

Corrective recapitulation

3.79(1.44)

Guidance of therapists

5

Altruism

3.72(1.40)

Corrective recapitulation

3.31(1.36)

6

Guidance of therapists

3.62(1.35)

Identification with members

3.24(1.33)

7

Interpersonal learning

3.54(1.63)

Catharsis

3.21(1.39)

8

Socializing technique

3.38(1.47)

Group cohesiveness

3.14(1.09)

9

Identification with members

3.31(1.51)

Universality

3.09(1.41)

Catharsis

3.23(1.50)

Altrui sm

3.07(1.28)

10
11

Instillation of hope

3.08(1.52)

Socializing technique

3.00(1.27)

12

Universality

3.00(1.43)

Interpersonal learning

2.93(1.32)

13

Guidance of members

2.85(1.43)

Guidance of members

2.36(1.14)

유병기간은 평균 5.04년, 중졸 이하가 12%, 무직이

운 환자들이 많았다. 이 때 치료팀이 자주 전화연락을

68%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낮병원과 비교해 볼 때

하여 참가를 권유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나이가 더 많고 구성원들 간에 나이 차가 더 많았으며,

점차 음성증상이 줄어들면서 환자들이 스스로 참가하

유병기간이 더 길고, 학력이 더 낮았으며, 직업을 가졌

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양성척도의 합계는

던 경험이 더 적었다. 또한 가족의 지지체계가 더 빈약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호전되

하고 가족의 관심도가 더 낮았으며, 경제수준이 더 낮

지는 않았고 개별항목에서는 7개 중 1개의 항목에서만

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만

의미있는 감소를 보여, 양성증상은 호전되는 경향이 있

성정신병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본 모델의 기본원칙

으나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본 주간보호에

과 일치하며, 또한 낮병원과는 다른 주간보호 모델이

참가한 일부 환자들은 오랫동안 양성증상을 가지고 있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 준다. 본 모델

었고 약물에도 잘 반응하지 않았으며, 주간보호 참여

은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후에도 양성증상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

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나타난 것처럼 적극적인 치료보

은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아 양성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다는 생활유지 및 재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프로그램

있었고, 이들은 주간보호에서 정신건강교육, 약물관리

을 재미있게 운영하여 환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따뜻

등을 통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증상이 감소

하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의 주간보호 참가 후 증상변화를

주간보호 참가 후의 삶의 질의 변화를 보면, Quality

보면, PANSS에서 주로 음성증상이 현저히 호전되는

of Life Scale에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양상을 보여주었다. 음성척도의 합계점수는 주간보호

대인관계 영역과 정신내적 기초 영역에서 주로 삶의 질

참여 후에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음성척도의 개별

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Quality of Life Scale 21개

항목에서도 7개 중 4개 항목이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항목의 총점이 매우 의미있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21

이같은 결과는 낮병원에 대한 이전 연구결과14)와 유사

개 항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대인관계 영역

한 것으로, 주간보호나 낮병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신

은 8개 중 5개 항목에서, 정신내적 기초 영역은 7개

사회치료 및 재활치료가 환자의 음성증상을 호전시켜

중 4개 항목에서, 일상적 물건과 활동 영역은 2개 중

환자의 기능향상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슴을 시사한다.

1개 항목에서 점수가 의미있게 증가되었다. 이같은 결

실제로 본 주간보호에 참가하였던 환자들은 초기에 음

과는 서대문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실시된 주간보호의

성증상이 심하여 자발적으로 꾸준히 참가하기가 어려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주간보호 후에 삶의 질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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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대인관계영역에서 향상되었
7)

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 본 주간보호

다 . 이러한 결과로 보아 본 주간보호 모델은 환자들의

모델에서는 각종 치료들을 집단치료의 틀(paradigm)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치료법으로, 특히 대인관

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는데,

계능력과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본 모델의 기본원

이와 같은 원칙은 치료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국내의 실

칙에 나타난 것처럼 만성정신병환자의 생활유지나 재

정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치료자원을 사용하고, 만성정

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병환자들에게 대인관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

주간보호 참가 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면,

는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간보호에 참

삶의 만족 척도에서 전체 항목의 총점이 의미있게 증가

여하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

되지 않았는데, 이는 환자들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

등 치료자들은 모두 집단치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

한 만족도는 주간보호 전후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었

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을 의미한다. 치료팀에 의해 조사된 객관적인 삶의 질

본 모델의 프로그램은 낮병원에 대한 이전 연구14)를

(Quality of Life)은 주간보호 후에 향상되었으나 환자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낮병원의 하

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

위기능집단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비구조적인 집단치료

은, 기능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만성정신병환자들의 경우

인 집단정신치료와 싸이코드라마를 프로그램에서 제외

실제 삶의 질이 증가하여도 이것을 스스로는 민감하게

하였으며, 낮병원의 상위와 하위기능집단에서 모두 중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시하였던 사회적응훈련,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그러나 삶의 만족 척도를 크게 8개의 하위척도로 나누

인간관계훈련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며, 흥미를 유발

었을 때 하위척도 중 친구 및 대인관계, 여가활동 영역

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치료(음악치료, 미술치

은 의미있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와 사회

료)와 활동치료(치료레크리에이션)를 포함시켰다. 본

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

주간보호의 프로그램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본 주간보호 모델

실시한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의 일반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보면, 먼저 주간보호 초기와 후기 모두 지역사회적응훈

둘째, 본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집단치료들을 사용하

련, 정신건강교육, 인간관계훈련이 상위순위를 차지하

여 만성정신병환자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특히 예술치

였으며, 사회기술훈련은 주간보호 말기에 상위순위를

료와 활동치료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차지하였다. 이는 낮병원에 대한 이전 연구14)와 유사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과로 본 주간보호 모델에서 지역사회적응훈련, 정신

본 모델에서 사용된 치료법은 개인면담이나 약물치

건강교육, 사회기술훈련, 인간관계훈련을 주요 프로그

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지

램으로 구성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향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치료들은 모두

본 연구에서 주간보호 초기에는 치료레크리에이션과

넓은 의미에서 집단치료들이라 할 수 있다. 주간보호와

미술치료가 상위순위를 차지하였고 후기에는 음악치료,

낮병원을 포함한 부분입원은 하나의 조작적 정의로, 폭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상위순위를 차지하여, 낮병원과는

넓은 치료양식(특히 집단치료)을 사용하는 치료자들의

달리 예술치료와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이 증가되

집단이 환자들의 집단을 치료하는 장(forum)19)이라

었다. 실제로 본 주간보호에 참가한 환자들은 예술치료

할 수 있다. 집단치료에는 편의성(expediency), 경제

나 활동치료에 다른 치료들보다 쉽게 참여하였고, 이

성(economic efficiency), 치료진 효율성(staff effici-

치료들을 통해 주간보호에 나오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ency)이라는 장점이 있다20).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강남정신보건센터 주

효율성과 효과성 때문에 집단치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간보호 운영에 대한 보고서9)에서도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앞으로 집단치료가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킬

있는 환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집중하기 힘들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21). 또한 집단치료는 효율성 뿐만

하여 프로그램 진행시 환자들의 흥미유발이 필요하였

아니라 집단적인 접근법이 지닌 고유의 강력한 치료적

는데,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은 환자들

힘을 가지고 있으며22), 대인관계 왜곡을 교정하고 대인

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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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술치료와 치
료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기존의 치료법을 대상에 맞게

볼 수 있었다.
희망의 고취는 주간보호 후기에 중시되었는데, 이 치
료요인은 일반적으로 치료초기에 주로 작용하는 치료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모델에 작용하는 치료요인의 특징을 보면

요인이다25). 그러나 본 연구에 참가한 환자들은 초기에

주간보호 초기와 후기에 모두 중시된 치료요인은 치료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압도되어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자와의 동일시와 치료자의 조언, 일차가족집단의 교정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으며, 주간보호에 참가하여 기

적 감정경험이었다. 주간보호 초기에 중시된 치료요인

능이 점차 향상되면서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도 삶에 대

은 집단응집력, 이타심이었으며, 주간보호 후기에는 희

한 희망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망의 고취가 중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병원에 대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희망의 고취가 주간보호 초기보

연구 14)에서 하위기능집단과 대체로 유사한 결과였다.

다 후기에 중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주간보호에서 환자들은 치료자와의 동일시와 치

넷째, 본 모델은 여러 분야의 치료자들과 다양한 치료

료자의 조언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는 치료자의 능력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데 유용하였다.

과 자질이 주간보호 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본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그림 3에서처럼 다양한 집

을 의미한다. 분석심리학이나 현존재분석에서는 치료방

단치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치료들은 여러

법이나 기술보다 치료자의 자세와 인격을 더 중요하게

분야의 치료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

23-24)

생각한다

. 만성정신병환자에게는 치료자가 구루

다. 이 치료들은 약물치료, 환경치료, 정신사회치료, 재

(guru)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활치료에 이르는 폭넓은 부분을 포함한다. 주간보호의

요인이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만성정신병환

이러한 특징은 약물치료, 환경치료, 지역사회 정신의학

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을 모두 집단치료의 틀(paradigm)에서 통합하여 운영

으로 더 치료자에게 의지하고 있어 이러한 치료요인이

한다는 본 주간보호 모델의 두번째 기본원칙으로 요약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될 수 있다. 주간보호는 여러 분야의 치료자들이 참여

주간보호에 참가한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

하고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양

고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아 우선 치료팀과의 일

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주간보호에서는 각 프로그램

대일 관계부터 시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의 통합과 치료팀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치료팀은 환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적으로 개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관성 있는

입하였다. 이 때 치료팀의 능력과 자질이 환자에게 도

체계적인 구조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느낌을 주고 참여

움을 주는 정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

동기를 증진시키며, 반대로 구조가 불안정하면 환자들

다. 따라서 치료자 스스로의 인격성숙을 위한 노력과

은 치료로부터 도피하고 치료는 혼란에 빠지기 쉽다.

아울러 치료팀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과 치료팀 상호간

단기 낮병원에 대한 연구26)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의 자유로운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치료요인은 프로그

일차가족집단의 교정적 감정경험도 본 주간보호에서

램의 구조(program structure), 대인 접촉(interper-

중시되었던 치료요인인데, 이는 주간보호에서 환자들이

sonal contact), 약물(medication)이었다. 주간보호는

가족들과 같은 가까운 느낌과 서로 따뜻하게 수용하는

단기 낮병원과 다소 차이가 있는 면이 있으나 치료목표

분위기를 통해 도움을 받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낮병원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도 공통점이

주간보호 초기에는 집단응집력과 이타심도 동시에 중

많으므로, 이 세 가지 치료요인은 주간보호에서도 중요

시되었는데, 이는 수용적인 분위기와 서로 돕는 분위기

한 치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

가 특히 주간보호 초기에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관성 있고 안정된 구조는 주간보호에서 치료를 위한 기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은 여러 차례 입퇴원

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을 반복하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었다.

본 모델에서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쉽게 통합하고 치

이들은 가족같이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에서

료팀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

자신감을 얻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공하기 위해 주간요약지를 사용하였다. 주간요약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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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사회사업가 1인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정되고 효과적인 구조

지와 치료팀모임의 결과를 종합하여 컴퓨터 용지 한면

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내로 작성하였으며, 모든 치료팀과 자원봉사자에게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정

나누어주었다. 주간요약지는 각 환자에 대해 프로그램

신과 전문의가 관리하는 전문병원 위탁형 정신보건센

의 참여 태도, 다른 환자들과의 관계, 치료자들과의 관

터의 주간보호에서 시행하였으므로, 본 모델을 모든 주

계, 가족들과의 관계, 주요 문제점이나 변화 등에 관한

간보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모델과 유사한

내용 중 특징적인 부분만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주간요

환경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약지는 한주 동안 주간보호에 참가하였던 모든 환자를

음으로 본 연구는 주간보호의 전체적인 체계와 운영에

빠짐없이 기록하되, 가장 두드러진 환자부터 차례로 기

관한 연구이므로 대조군을 사용치 않았다. 앞으로 대조

록하였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각각 프로그

군이 있는 연구를 통해 본 모델의 효과성에 대해 정확

램 요약지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한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만성정신

높이고 현재의 치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치료를 위해

병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통한

단분류별 특정 환자군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

분석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그리고 주간보호의 시행 전후를 비교한 기간이 3개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주간보호는 그림 2에

월의 단기간이어서 장기적인 변화를 보기에는 불충분

나타난 것처럼 공동체모임, 치료팀모임, 가족모임을 기

함으로 1년 이상 경과후의 추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 구조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모임은 모든 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전반적인 치료 프로그

료팀과 환자들이 참가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

램에 대해 연구하였으므로 개별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간보호에서 느낀 점과 구성원들 서로간의 관계에서 생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모임이다. 공동체모임은 환자

자세한 평가와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들이 참가하는 부분입원의 각종 프로그램 가운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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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37, No 5, September, 1998

A Day Care Model for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Sung-Chul Yoon, M.D., Hoo-Kyeong Lee, M.D., Han-O Kim, M.D.,
Woong Hahm, M.D., Sang-Kyung Seong, M.D.,
Kyu-Hang Lee, M.D., Bae-Jung Yoon, M.D., M.P.H.
Keyo Hospital(Anyang Neuropsychiatric Hospital), Uiwang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general system, operation, and program of a
day care model managed by a psychiatrist, to evaluate the results of performing this model, and thus
to develop a day care model applied to Korean situation appropriately for promoting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Methods：We performed this day care model(hereinafter called as this model) from March 1997
to February 1998.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23 psychotic patients. PANSS, Quality of Life
Scale, Life Satisfaction Self-Rating Scale were used before beginning this model and after three
months of performing this model. Program Helpfulness Scale, 13 Therapeutic Factors Scale were used
at one month of day care and after three months of day care.
Results：
1) This model helped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through
reducing their symptoms and increasing quality of life.
2) This model used the various group therapy, especially creative art therapy and activity therapy,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recover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unctions.
3) Important therapeutic factors at early and late period of this model were identification with
therapists, guidance of therapists, and the corrective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family group.
Important therapeutic factors at early period were group cohesiveness and altruism, and at late period
instillation of hope.
4) This model was useful for integrating the multidisciplinary therapeutic team and the various
therapeutic methods.
Conclusion：This model would be applied to day care in this countr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or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f chronic psychotic patients.
KEY WORDS：Day care·Model·Rehabilitation·Chronic psychotic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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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프로그램 유익성 척도
다음의 문항들은 여기(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에 대해 각 문항 옆에 있는“1”
,“2”
,“3”
,“4”
,“5”
번 칸에“0”
표 해 주십시오.
1＝거의 유익하지 않았다.
2＝약간 유익했다.
3＝보통으로 유익했다.
4＝많이 유익했다.
5＝매우 많이 유익했다.

1
내

용

거의
유익하지

1

않았다
2 1. 주간계획
2. 치료레크레이션
3. 미술치료
4. 사회기술훈련
5. 정신건강교육
6. 인간관계훈련
7. 지역사회 적응훈련
8. 음악치료
9. 자치모임
10. 요리요법
11. 차모임
12. 아침체조
13. 일상생활관리훈련

－ 839 －

2

3

4

5

약간

보통으로

많이

매우많이

유익했다 유익했다 유익했다 유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