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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 간 조정과 연속성이 매

우 중요하다.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개입, 치

료와 보호, 재활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방, 개입 및 치료를 위한 보건 영역과 재활, 사회통합으

로 이어지는 복지 영역 간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1].

여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 및 지역사회 복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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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with primary data to utilize the halfway house as an integrated approach within the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Methods: This study’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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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공표했다. 보건

복지부는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

환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

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

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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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2].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재활 촉진 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보

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에 보건복지부는 온 국민 마음건강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

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공공자원 활용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전략을 수립하여, 정신병동 퇴원 후 지역사회전환시설 등의 시설에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3]. 이와 같은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 효과적 서비

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서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이를 위한 주거 제공, 생활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4,5].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

건강전달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6-8] (Fig-

ure 1).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2006년에 Halfway 

House라는 명칭으로 병원지원형 사회복귀시설 3곳을 개소 후, 2016년 

서울시 단기보호시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에 의해 법

적인 설치 기준 마련이 되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서울특

별시 4개소, 2018년 경기도에서 3개소를 개소하여 2021년 현재 총 7개

소 시설이 있는 상태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회전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 6,572명 중 남성은 3,949명이고 여성은 

2,623명이었다[9]. 성과와 생산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여

성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라는 편견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

다. 국내의 여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여성 정신질환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 실태조사로 한데 묶여 이루어지고 

있고[10], 여성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육능력[11,12], 모

성 경험[13] 등의 일부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지역사회전환시설

의 이전 명칭인 Halfway House에 대한 연구[7,14]에서는 남성 정신질환

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입소자에 대한 기능 평가 연

구를 하였으며, 입소한 여성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그 실태는 파악된 바

가 없어, 성별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에서 지역사회전환시설은 병원을 퇴원하여 지

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건강 복지법상 시설 종류로서 분류가 되어 있고, 정신질환자의 사

Figure 1. The role and function of community transformation facilities within the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8]. CMHC, community mental health cen-
ter; Rehab., rehabilitation.



Admitted to Halfway House and Recovery to Communit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133

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직 시설의 효과성과 시설을 이용한 정

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체계로 정신건강을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 정신질환자의 지

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 및 퇴소 실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이용한 여성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정신건강 전달체계 내에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지역

사회전환시설을 관문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소재 여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전

환시설 입소 및 퇴소상태(지역사회 복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전환시설에 3개년(2016-2018년)간 입소한 여성 정신질환

자의 특성 및 입·퇴소 상태를 파악한다.

•  여성 정신질환자가 입소 시의 형태(집 혹은 병원, 정신재활시설 

등)에 따른 여성 정신질환자의 특성 및 입·퇴소 상태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여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입

소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퇴소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자

료 분석 연구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울

특별시 소재 여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25인 정원)에 입소한 

437명의 사례관리 기록이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 정신질환자들은 지

역사회 전환시설 입소 시 집으로 프로그램과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선

택하여 입소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지역사회 

전환시설 입소하였던 모든 여성 정신질환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퇴소 

후 특성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전수 조사하였

다. 입소자 437명 중 자료가 부정확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434

명의 사례관리 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CKU-21-01-0102)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 먼저 자료 수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에 입소 및 퇴소한 대상자의 사례관리기록을 중

심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의 접근성과 윤리성을 위해 시설을 지도감독

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승인을 받았고, 연구자들 전원이 

연구윤리세미나 교육을 이수 받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자료수집

은 사례관리기록을 참조하였으며, 사례기록지는 외부인의 접근이 어

려워 측정변수에 대한 서식을 제공 후 시설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연구진이 전달받아 분석하였다. 

측정변수

본 연구의 측정 변수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에 입소한 여성 정신질환

자들의 사례관리 기록지를 활용하여 측정 변수에 대한 분석틀을 활

용하였다. 사례관리 기록지를 활용한 분석틀에 포함된 측정 변수는 

일반적 특성(학력, 종교, 혼인상태, 부모관계, 형제관계, 월소득, 직업력, 

주거상황, 음주, 흡연, 연고자 유무), 신체질환 관련 변수(신체질환 종

류, 신체장애, 유병기간, 의료보장 형태), 정신질환 관련 변수(정신질환 

onset, 입원력, 가족력, 연령대, 진단명, 정신장애 등급), 시설 관련 특성

(의뢰유형, 의뢰 시 상황, 입소기간, 퇴소사유, 퇴소형태)이다.

용어정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위해 집중

적인 단기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전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6,7,14]. 지역사회전환시설

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할 때 병원과 지역사회의 

중간 역할을 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

신질환자들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입소시설은 25인 정원으로,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가

에 위치해 있으며, 단독건물 4층으로 사무실, 상담실, 식당 등을 갖추

고 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주하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여성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으로’, 

‘징검다리’ 2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입소 전 각각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와 입소와 동시에 퇴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는데 있어 함께 논의하고 치료목적을 공유한다. 두 가지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입소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사정을 통해 재활계획 수립 

및 실행, 기본적인 개인 위생관리, 식사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능력향

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한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자신의 

증상에 대한 이해와 약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중

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집으로’ 프로그램 

‘집으로’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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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복귀나 적응, 재활동기 강화를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전반적

인 독립생활 능력, 일상생활 전반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법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단기집중적 재활 프로그램(최장 6개월)이다. 

‘징검다리’ 프로그램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

을 경우, 입원하지 않고 단기간 입소하여 집중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자

신이 속해 있던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스로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할 수 있고, 독립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 규칙적인 생활

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질환 관련 변수, 정

신질환 관련 변수, 시설 관련 변수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입소 형태에 따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신체질환 관련 변수, 정

신질환 관련 변수, 시설 관련 변수들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로 분석하였다. 카이제곱검정에서 유의하지만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범주가 25% 이상인 경우 피셔정확검정(Fischer’s exact test)으로 사후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도별 입소자는 

2016년 134명(30.9%), 2017년 157명(36.2%), 2018년 143명(32.9%)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2세이었으며, 20세에서 68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48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소자들

이 참여한 프로그램 유형은 ‘징검다리’ 프로그램이 266명(61.3%), ‘집으

로’ 프로그램이 168명(38.7%)이었다. 대상자의 결혼상태는 미혼이 313명

(72.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상황은 부모 없음이 167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는 있음이 364명(82.9%)이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99명(91.9%)으로 가장 많았고, 입소 전 직업력은 직업을 가

져본 적이 없음이 178명(41.0%), 1년 미만이 95명(21.9%), 1-3년 미만 87

명(20.0%), 5년 이상 57명(13.1%), 3-5년 미만 16명(3.7%)의 순이었다. 주

거 상황은 본가 거주 194명(44.7%), 자가 거주 138명(31.8%), 기타 71명

(16.4%)의 순이었다. 건강력 중 음주 안 함이 374명(86.2%), 흡연 상태는 

흡연 안 함이 329명(75.8%)이 가장 많았다. 의료 보험 수급의 형태는 의

료급여 285명(65.7%), 건강보험 149명(34.3%)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434)

Characteristics n (%)/Mean±SD

Yearly residents
   2016 134 (30.9)
   2017 157 (36.2)
   2018 143 (32.9)
Types of admission program
   To home 168 (38.7)
   Stepping stone 266 (61.3)
Age (y) 44.2±12.5 (range: 20-68)
   20’s 92 (21.2)
   30’s 59 (13.6)
   40’s 110 (25.3)
   50’s 148 (34.1)
   ≥60’s 25 (5.8)
Marital status
   Single 313 (72.1)
   Married 11 (2.6)
   Divorced 72 (16.6)
   Etc. 38 (8.8)
Family
   Parents
      Both parents 119 (27.4)
      Single parent 148 (34.1)
      No one 167 (38.5)
   Siblings
      I have 364 (82.9)
      I don’t have 70 (16.1)
Monthly income (1,000 won)
   <100 400 (92.1)
   100-200 33 (7.6)
   ≥400 1 (0.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106 (24.5)
   High school graduate 225 (51.8)
   ≥University graduate 103 (23.7)
Housing situation
   An original house 194 (44.7)
   Living apart 138 (31.8)
   Goshiwon 10 (2.3)
   Facility 21 (4.8)
   Etc. (ex. living with relatives) 71 (16.4)
Job experience before admission (y)
   No 178 (41.0)
   <1 95 (21.9)
   1-<3 87 (20.0)
   3-<5 16 (3.7)
   ≥5 57 (13.1)
Drinking
   No 374 (86.2)
   Yes 60 (13.8)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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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신체질환은 있음 

236명(54.4%), 없음 198명(45.6%)이었고, 신체장애 등급은 없음 419명

(96.5%)이었다. 정신질환 발병 시기는 20대 193명(44.5%), 30대 108명

(24.9%), 10대 91명(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은 1년 미만이 

190명(43.8%), 1년 이상-3년 미만이 136명(31.3%)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

질환의 가족력은 없음이 341명(78.5%), 부모가 55명(12.7%)으로 가장 많

았다. 진단명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388명(89.4%), 

양극성 장애 24명(5.5%), 기타 15명(3.4%), 우울장애 7명(1.6%)의 순이었

으며, 정신 장애 등급은 있음이 245명(56.5%), 없음이 189명(43.5%)의 순

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전환시설에의 의뢰 유형으로는 병원 368명(84.8%), 지역사

회 유관기관 66명(15.2%)이었고, 의뢰 시 상황은 지역사회 거주 267명

(61.5%), 병원 입원 167명(38.5%)이었다. 연고자는 있음 408명(94.0%), 없

음이 26명(6.0%)이었고, 대상자들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 기간은  

1개월 미만이 291명(67.3%)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12명(25.6%),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4명(5.5%)이었다. 퇴소 사유로는 

증상 호전이 296명(91.2%)으로 가장 많았다. 퇴소 형태로는 집으로 복

귀가 351명(80.9%)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 가정 58명(13.3%), 재입

원 14명(3.2%), 기타가 11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입소 형태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입소 형태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을 병원 퇴원군과 지

역사회 거주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Table 3). 입소 프로그램 유형

은 병원 퇴원군에서는 ‘집으로’가 166명(99.4%), 지역사회 거주군에서

는 ‘징검다리’가 265명(99.2%)으로 군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001). 입소 기간은 병원 퇴원군에서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11명(69.4%), 지역사회 거주군에서는 1개월 미만이 265명

(99.3%)으로 군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 421.53, 

p< 0.001). 퇴소 사유로는 증상 안정화가 병원 퇴원군(132명, 82.5%)과 

지역사회 거주군(265명, 99.3%)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그러나 병원 퇴원군에서의 퇴소 사유 중 본인 요구 비율(18명, 11.3%) 

Characteristics n (%)/Mean±SD

Smoking
   No 329 (75.8)
   Yes 105 (24.2)
Types of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149 (34.3)
   Medical benefits 285 (65.7)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Continued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34)

Characteristics n (%) 

Physical disease
   I have physical diseases. 198 (45.6)
   I don’t have physical diseases. 236 (54.4)
Physical disability grade
   I don’t have a physical disability grade 419 (96.5)
   I have a physical disability grade 15 (3.5)
Time of onset of mental illness
   10’s 91 (21.0)
   20’s 193 (44.5)
   30’s 108 (24.9)
   40’s 18 (4.1)
   50’s 22 (5.1)
   60’s 2 (0.5)
Mental hospital hospitalization history (y)
   None 30 (6.9)
   >1 190 (43.8)
   1-<3 136 (31.3)
   3-<5 33 (7.6)
   5-<10 39 (9.0)
   ≥10 6 (1.4)
Famliy history of mental illness
   None 341 (78.5)
   Parents 55 (12.7)
   Siblings 17 (3.9)
   Relatives 21 (4.8)
Diagnosis of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388 (89.4)
   Depressive disorder 7 (1.6)
   Bipolar disorder 24 (5.5)
   Etc. 15 (3.4)
Mental disorder disability grade
   I don’t have a mental disorder disability grade 189 (43.5)
   I have a mental disorder disability grade 245 (56.5)
Transfer type
   Hospital 368 (84.8)
   Community facilities 66 (15.2)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request
   Hospital admission 167 (38.5)
   Community residence 267 (61.5)
Ointment
   I don’t have 26 (6.0)
   I have 408 (94.0)
Admission period (mon)
   <1 291 (67.3)
   1-<3 24 (5.5)
   3-<6 112 (25.6)
Reason for discharge
   Symptom stabilization 396 (91.2)
   On demand 19 (4.4)
   Family needs 2 (0.5)
   Worsening symptoms 3 (0.7)
   Etc. 14 (3.2)

(Continued to the next page)



Yoo Jin Choi, et a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136 | http://www.e-jhis.org

등은 지역사회 거주군에서의 본인 요구 비율(18명, 11.3%)과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41.28, p< 0.001). 퇴

소 형태는 병원 퇴원군에서는 집으로 복귀가 103명(64.4%), 공동생활

가정 입소가 40명(2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거주군 역시 집

으로 복귀가 248명(92.9%), 공동생활가정 입소가 18명(6.7%)으로 나타

났다. 두 군 모두에서 가정 복귀가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Characteristics n (%) 

Life style after discharge
   Return home 351 (80.9)
   Shared living family 58 (13.3)
   Readmission to hospital 14 (3.2)
   Etc. 11 (2.5)

Table 2. Continued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admission (n=434)

Characteristics
Hospital discharge 

(n=167)
Community resi-
dence (n=267) χ2/t p

n (%) 

Types of admission  
program

To home 166 (99.4) 2 (0.8) 421.53 <0.001*
Stepping stone 1 (0.6) 265 (99.2)

Transfer type Hospital 167 (100.0) 201 (75.3) 49.81 <0.001*
Community facilities 0 (0.0) 66 (24.7)

Admission period  
(mon)

<1 26 (16.3) 265 (99.3) 317.62 <0.001
1-<3 23 (14.4) 1 (0.4)
3-<6 111 (69.4) 1 (0.4)

Reason for discharge Symptom stabilization 132 (82.5) 264 (98.9) 41.28 <0.001
On demand 18 (11.3) 1 (0.4)
Family needs 2 (1.3) 0 (0.0)
Worsening symptoms 3 (1.8) 0 (0.0)
Etc. 5 (3.1) 2 (0.7)

Life style after discharge Return home 103 (64.4) 248 (92.9) 61.08 <0.001
Shared living family 40 (25.0) 18 (6.7)
Readmission to hospital 14 (8.8) 0 (0.0)
Etc. 3 (1.9) 1 (0.4)

Time of onset of mental 
illness

10’s 53 (31.7) 38 (14.2) 25.27 <0.001
20’s 67 (40.1) 126 (47.2)
30’s 36 (21.6) 72 (27.0)
40’s 5 (3.0) 13 (4.9)
50’s 4 (2.4) 18 (6.7)
60’s 2 (1.2) 0 (0.0)

Mental hospital  
hospitalization  
history (y)

None 1 (0.6) 29 (10.9) 23.87 <0.001
>1 74 (44.3) 116 (43.6)
1-<3 52 (31.1) 83 (31.2)
3-<5 19 (11.4) 14 (5.3)
5-<10 17 (10.2) 22 (8.3)
≥10 4 (2.4) 2 (0.8)

Famliy history of mental 
illness

None 114 (68.3) 226 (85.0) 24.80 <0.001
Parents 36 (21.6) 19 (7.1)
Siblings 9 (5.4) 8 (3.0)
Relatives 8 (4.8) 13 (4.9)

Diagnosis of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147 (79.0) 241 (86.7) 7.33 0.062
Depressive disorder 6 (3.6) 1 (0.4)
Bipolar disorder 10 (6.0) 14 (5.2)
Etc. 3 (1.8) 8 (3.0)

Mental disorder rating No 88 (52.7) 101 (37.4) 9.24 0.002*
Yes 79 (47.3) 166 (62.2)

*Means Fisc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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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 퇴원군에서의 공동생활 가정 복귀 비율이 지역사회 거주 비율

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 61.08, p< 0.001).

정신질환 발병 시기는 20대가 병원 퇴원군 67명(40.1%), 지역사회 거

주군에서 126명(47.2%)으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러나 정신질환 발병시기는 병원 퇴원군에서는 10대 53명(31.7%), 30대 

36명(21.6%), 50대 4명(2.4%), 40대 5명(3.0%), 60대 2명(1.2%) 순으로 나타

났고, 지역사회 거주군에서는 30대 72명(27.0%), 10대 38명(14.2%), 50대 

18명(6.7%), 40대 13명(4.9%) 순으로 나타나 군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2 =25.27, p< 0.001). 입원력은 1년 이하가 병원 퇴원

군 74명(44.3%), 지역사회 거주군 116명(43.6%), 1년 이상-3년 미만이 병

원 퇴원군 52명(31.1%), 지역사회 거주군 116명(31.2%)으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병원 퇴원군에서는 입원기간 3년 이상-5년 미

만이 19명(11.4%), 5년 이상-10년 미만이 17명(10.2%), 10년 이상이 4명

(2.4%)이었고, 지역사회 거주군은 입원력 없음이 29명(10.9%),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명(8.3%), 3년 이상- 5년 미만이 14명(5.3%), 10년 이상이 

2명(0.8%)으로 군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23.87, 

p< 0.001).

정신질환의 가족력은 병원 퇴원군에서는 가족력 없음이 114명(68.3%), 

부모 36명(21.6%), 형제 9명(5.4%), 친척 8명(4.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

사회 거주군에서는 가족력 없음이 226명(85.3%), 부모 19명(7.1%), 친척 

13명(4.9%), 형제 8명(3.0%) 순으로 나타나 군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2 =24.80, p< 0.001).

진단명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가 병원 퇴원군(147명, 79.0%)과 지역

사회 거주군(241명, 86.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장애 등급 판정 여부에 대해서

는 병원 퇴원군은 없음 88명(52.7%), 있음 79명(47.3%)이었고, 지역사회 

거주군은 있음 166명(62.2%), 없음 101명(37.4%)으로 나타나 군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 9.24, p= 0.002). 의뢰 형태는 병원 퇴

원군에서는 병원에서 의뢰가 167명(100.0%), 지역사회 거주군에서는 

병원 201명(75.3%), 지역 의뢰가 66명(24.7%)으로 군 간 매우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χ2 = 49.81, p< 0.001).

고 찰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이

용한 여성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정신건강 전달체

계에서의 분절이 아닌 통합적 접근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

도되었다. 

2019년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9]에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 대

상자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정신재활시설에 포

함된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여성 입소자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관련 

연구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 남성 정신질환자 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도별 입소자를 살펴보면, 25인 

시설에서 2016년 134명, 2017년에 157명, 2018년에 143명이 입소하였다. 

해당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여성 입소자의 입소 기간이 1개월 미만 

67.3%,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5.6%로 6개월 이내의 단기 입소를 통해 

집중적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후 퇴소를 하였기 때문에 입소 가동률

이 비교적 빠른 회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의 설립목적과 시설의 역할에 맞게 6개월 미만의 단기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2세이었고, 50대가 34.1%, 40

대 25.3%를 차지하여 40-50대는 5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

회전환시설에 입소한 남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7]에

서의 40대 34.3%, 50대 22.9%로 40-50대가 57.2%로 유사한 연령분포였

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적연구[15]에서의 등록대상자의 평

균연령은 38.4세이었는데, 이들 연구는 7-15년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입소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결혼상태 중 미혼이 72.1%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없는 경우가 38.5%이었던 것은 대상자에 대한 가족의 지지체

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남성 대상자 연구[7]에서의 미혼

이 82.9%로 가장 많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고, 지역사회 시설 및 기관

을 이용하여 재활 중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람의 74.1%가 미혼이었던 것, 정신건강복지센터의  

3년 간의 추적연구[16]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인 정신질환자가 

64.1%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

지체계가 회복, 지역사회 적응에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하는 주요 

요인[15,17]이므로 가족 외에 사회적 지지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입소 전 직업력은 무직이 41%, 1년 미만의 직업력이 

21.9%로 직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18] 결

과 보고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 57.6%가 무직이었던 것과 유

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18]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 보호

작업장 종사자가 16.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 

지역사회전환시설 연구[7]에서 지역사회 재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

전관리와 함께 직업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

다. 정신질환자에게 있어 경제적인 독립은 자립 및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직업을 갖는 것은 자기 성취감과 자기결정

권을 갖게 하는 일환이다[15].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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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이끌어 내고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 

내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입소 전 주거상황은 본가가 44.7%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

모나 한 부모가 있을 경우였다. 오히려 시설, 고시원, 기타가 23.5%로 주

거의 불안정으로 시설 퇴소 후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정신장애

인의 주거실태 조사[18]에서 정신질환자의 약 30%가 주거 불안정성을 

보여주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응을 하기 위한 선 조건으로 주거제공

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가 54.4%이었던 것은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를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결

과 조현병 환자의 조기 사망의 3/4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

사성 질환에 의해 야기되고[19], 조현병 환자의 대사성 질환 발생은 일

반 인구집단보다 약 4-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20], 신체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전환시설 종

사자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신체적인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료보장형태는 의료급여가 65.7%이었는데, 이는 남성 

대상 연구[7]에서의 37.1%와는 차이가 있었다. 정신질환자는 56.3%가 

의료보호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장애유형 전체 평균 19.5%보

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빈곤한 집단으로 나타난 것[18]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의료보장 형태는 경제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성 입소자의 경

우가 남성 입소자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상자의 건강관련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전환시설 여성 입

소자의 정신질환발병시기는 20대 44.5%, 30대 24.9%, 10대 21.0%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상황 및 발달상의 위기가 되고 있고,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의 발병시기와 일치하고 있었다[21]. 이처럼 10-30대에 

90.4%가 발병되기에 이에 대한 조기치료 및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만성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여성 입소자의 진단명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조현병 스

펙트럼 장애로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7]

에서의 남성 입소자의 진단명 중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가 88.6%로 나

타났단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7]와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

회전환시설 입소자 중 조현병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여성 입소자 중 정신장애 등급자가 56.5%이었고,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43.5%로 나타났다. 남성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는 정신장애 등급자가 71.4%로 본 연구의 여성 입소

자가 남성 입소자보다 장애 등급 소지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성 입소자들이 사회 편견 등으로 인해 정신장애 등급을 받

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며, 이로 인해 국가의 복지 서비스

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문제 등 악순환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신장애 등급 판정은 대상자의 동의가 이

루어져야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여성 입소

자에 대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이해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추가

로 포함시키고, 입소자 스스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여부를 파악하

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 시 의뢰 형태는 병원에서 의뢰가 

84.8%이었고, 병원 외 지역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의뢰가 15.2%이었는

데, 이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설치 목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역사

회전환시설은 병원에서 퇴원계획이 있는 대상자를 지역사회에 적응하

기 위한 초기 관문의 시설이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시설의 역

할과 기능[1,4]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소 사유로는 기능이 향상되어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91.2%)

가 가장 많았고, 곧 집으로 복귀한 대상자는 80.9%, 독립을 준비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이동은 13.3%로 지역사회전환시설에서 사례관

리 및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남성입

소자 단기집중재활 서비스의 효과가 100%이었고, 지역사회전환시설 

입소자 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공공주거시설 유형 중 지역

사회전환시설 입소자의 기능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퇴소시점에서 기능

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한 대상자와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대

상자를 비교하기 위해 입소 시 상황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을 병원을 

퇴원하여 입소한 군(병원퇴원군)과 지역사회에서 의뢰되어 입소한 군

(지역사회 거주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입소 프로그램 유형은 병원 퇴원군에서 ‘집으

로’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 대상자가 99.4%이었고, 지역사회 거주군

에서는 퇴소 시 지역사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가 99.2%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서 설정한 목표에 맞

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 형태는 전체 434명 중 80.9% 

(351명)가 집으로 복귀하였는데 이중 병원 퇴원군에서 64.4% (103명), 

지역사회 거주군에서 92.9% (248명)이 증상이 안정되어 집으로 퇴소하

였다. 이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단기집중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운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발병시기는 20대 발병이 병원퇴원군(40.1%)과 지역사회 거주군

(47.2%)에서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20대 이전에 정

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20대 발병하였을 때 조기 개입하여 만성

화 단계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극적 사례관리[22,23]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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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등급은 병원 퇴원군에서 47.3% (79명), 지역사회 거주군 

62.2% (166명)로 정신병동 입원에서 치료 및 활동프로그램 등 외에 장

애 등급을 안내하는 사회서비스 복지에 대한 교육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입소자의 의뢰형태는 병원퇴원군은 병원에서 100% 의

뢰되었고, 지역사회 거주군은 75.3%가 의뢰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18]

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중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는 경우가 43.2%에 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

재활시설 이용자는 25.0%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병원과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다른 주거시설의 기

능과 역할과는 차별화[14,24]를 보이는 단기집중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를 통해 정신건강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성 정신질환자 특히 지역사회전환시설에 입소한 여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3년간의 실태조사 연구이다. 또한 병원에서 퇴원한 

대상자와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대상자를 비교하여 지역사회전환시설

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입소 시 상황에 따른 대상자의 특

성을 병원을 퇴원하여 입소한 군과 지역사회에서 의뢰되어 입소한 군

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환시설 입소 시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를 했다는 의의가 있었

지만, 비교할 선행연구가 없어 논의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지역사회전환시설 여성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타 시설

의 여성 입소자 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타 지역사회 

전환시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전환시설의 남

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특성을 병원 퇴

원군과 지역사회 거주군으로 분류하여 여성 입소자들의 결과와 재논

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환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와 지역사회 전환시설 입소

자의 연령대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과정을 추적조사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여성 정신질환자 특히 지역사회전환시설에 입소한 여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3년(2016-2018년)간의 실태조사 연구로 지역사회전

환시설 여성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이용한 여성 정신질환자의 평균 

연령은 44.2세였고, 40-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입소 기간은 1개월 미만

이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가장 많았고, 주거상황은 본가 거

주가 가장 많았으며, 입소 전 직업력은 무직이 가장 많았다. 동반된 신

체질환이 있는 경우가, 의료보장형태는 의료급여가 가장 많았다. 정신

질환 발병 시기는 20대가, 정신질환 진단명은 조현병 스팩트럼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장애 등급자와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입소 시 퇴소 사유로는 기능이 향상되어 서비스를 연

계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전환시설 내의 

여성정신질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역

할과 기능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을 제안하며, 지역사회 

전환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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