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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 , 가족부담감에 대한 연구

가족의 표출감정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응을 방해하고 표출감정 그 자체

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고 재발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가족들은 재발율이 높고 완치가 어려운 환자를 돌보면서 많은 객관적, 주관적

부담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은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표출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

적응및 가족부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로서, 가족의 표출감정과 부담감을 줄이고 환자의 사회적응과 예후

에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2001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대전지역 낮병원, 외래,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설을 이용중인 정신분열병 환자 81명과 그 가족을 대상

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 하였다.

연구 도구는 Cole(1986)이 개발한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척도를 배헌

석(2000)이 번역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한국판 표출감정척도와, 김철권 등

(1999)이 개발한 가족부담감 척도, Weissm an (1976)이 개발한 SAS(Social

Adju stm en t Scale)을 하경희(2000)가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자가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총 표출감정 평균 점수는 11.58 ± 2.20 이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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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의 전체 문항평균은 1.20 ± .67이었으며 환자의 사회적응 전체 문항

평균은 2.50 ± .63 이었다.

2) 가족의 표출감정, 환자의 사회적응, 가족부담감의 상관관계

전체 표출감정과 사회적응, 가족부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표출감정 하위영역과 사회적응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의 지지부족과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r= .016, p < .05), 확대가족에

서의 역할(r= .034, p < .05), 직업생활에서의 역할(r= .035, p < .05)과의 관계에

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 가족의 간섭과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에서의 역할(r= .049, P < .05), 핵가족에서의 역할(r= .013, P < .05), 직업생

활에서의 역할(r= .024, P <.05)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출감정 하위영역과 가족 부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지

각한 가족의 비난과 가족의 객관적 부담감(r= .025, P< .05), 비난과 가족의

주관적 부담감(r= .022, P< .05)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의 부담감과 표출감정을 줄이고 정신분열병 환

자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표출감정, 부담감, 사회적응

- v -



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 질환은 정서적인 황폐화를 초래하여 환자 자신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사회적인 문제를 안겨주는

만성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정신분열병은 의학에서 가장 뚜렷한 가족성 질환의 하

나로 간주하고 있으며(김용분, 이정섭, 1999) 잦은 재발과 입, 퇴원을 반복할수록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만성화되기 쉽다.

정신분열병의 원인, 경과 및 증상 등에 대한 학설은 유전적 및 생화학적 원인,

발달학적 및 심리학적 원인, 사회문화 적 및 인류학적 원인 등 매우 많지만 단일

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으며, 이러한 여러 연구들 중 환경적인 영향, 특

히 가족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다(이선우, 1996).

그러나 최근의 정신장애의 발병과 재발을 가장 잘 설명하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Vu lnerability M odel)에 의하면 증상적 행동, 생활사건과 표출감정 등

이 순환고리를 이루어 상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보고있다(Anth oney, 1986;

Kav an agh, 1992). 이에 환경적 요인으로써 가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정

신분열병에 대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시행

되고 있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발을 야기하

는 환경을 치료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

게 가족에 대한 견해가 치료대상으로부터 중요한 자원으로 바뀌게 되었으며(심경

순 등, 1998) 점차 환자의 일차적 보호자이며 재활에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로 인

식되어졌다. 그러나 정신보건정책이 입원치료중심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자를 가능한 한 지역사회로 전환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지역사회 치료체계는 아주 미비하고(임영미, 안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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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는 가족을 대체 할 만한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차

적 보호제공자로서 가족의 역할이 보다 과중하게 될 것임을(손덕순, 1998) 보여준

다.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한계가 보이지 않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돌봄

의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가실, 1997). 가족의 부담감 증가와 삶의 질 저하는 환자와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보호자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 및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숙, 2001).

한 가족 구성원의 만성적인 정신과적 문제는 다른 가족에게 불안, 부정, 이차성

우울, 수치, 분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박귀서 등, 1998) 장기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은 부담감을 경험하고 (김현정, 1998) 또한 환자가족들은

환자의 잦은 재발과 기능저하 등에 대해 불안해하며 환자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에 과잉 관여하게 되거나 방치해 버리는 등 오히려 환자의 사회 재적응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임영미, 안양희, 2000).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위협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환자발생에 대한 수치심, 자신들의 잘

못으로 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죄의식, 왜 자신의 가족이 이와 같은 일을 당

하게 되는지에 대한 커다란 분노와 치료 및 예후에 대한 불확신감,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사회의 부정적 태도 등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

게 된다(홍순원 등, 1994; 손덕순, 1998).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면

그것은 지나친 과잉간섭이나 분노 등의 잘못된 태도로 표출되게 되며 가족이 이

런 태도를 가지면 재발율과 재입원율이 현저히 증가된다(이영실, 1997).

대표적인 가족환경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게 표현하는 표

출감정(Exp ressed em otion)이다(김민영, 1997). 정신분열병 환자의 재발 예측인자

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이 표출하는 부정적 감정들은 그 자체로 환자의 재발

율을 높이고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왔다.

표출감정(Exp ressed Em otion)이란 전통적으로 부정적이고 간섭하는 태도로 나

타나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표현이며 가족 안에서의 감정적 분위기로 이는 가족

의 환자에 대한 비난, 적개심, 지나친 정서적 간섭을 포함한다.(Leff & Vau ghn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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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정표현의 강도수준에 따라 높은 표출감정과 낮은 표출감정으로 분류가

되는데(배헌석, 2000), 부정적 표출감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강력한 개입과 과도

한 비난을 하는 가족과 환자의 상호관계가 강화되면서, 즉 높은 표출감정을 보이

는 가정에서 낮은 표출감정을 보이는 가족보다 재발율이 높다고 보고한다

(Kavan agh, 1992; Leff & Vau ghn , 1985; H ooley, Orley , & Teasd ale, 1986).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정신분열병의 사회적 상호작용모형으로 표출감

정이 환자의 재발을 야기한다는 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상호작용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환자의 문제행동이 가족에게 높은 표출감정

을 나타내도록 하며 표출감정은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Sim on eau , Miklow itz, & Saleem , 1998, Kavan agh, 1992). 가족부담이 높을

수록 높은 표출감정을 보이며(Jack son등 1990) 가족의 높은 표출감정은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병의 재발과 재입원을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환자

가 재발과 재입원을 반복하면서 가족의 표출감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

며, 정서적 고통과 부담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높은 표출감정을 나타

낼 가능성이 있다(배헌석, 2000 ).

Kanter등(1987)은 여러 문헌을 통해 가족의 표출감정이 재발을 야기하는 요인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증상, 행동, 가족의 생활양식등에 대한 반응으

로 가족들의 고통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고 하였

다. Brow n등(1972)은 높은 표출감정을 보이는 부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

며 사회적 지지로 생활사건에 대한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 즐거운 사건들로 부

정적인 감정반응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출감정의 개념은 원래 영국에서부터 발전되었으

며 환자의 재발과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현재 여러나라에서

여러 질환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표출감정과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강광순(1996)의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질병과정 및 치료과정에 따라 가족의 표출감정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연구와 김민영(1997)이 정신분열병 환자와 가족에게 통합

적 가족치료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표출감정변화를 시도한 연구가 있다. 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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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2000)은 CFI(Cam berw ell Fam ily Interv iew )의 측정도구로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들을 면담실시하여 내용분석으로 감정표출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했으

며 Cole(1986)의 표출감정수준(Level of Exp ressed Em otion) 척도를 바탕으로 배

헌석(2000)이 한국판 표출감정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최근 표

출감정과 관련한 몇몇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탐색적 조사연구나 환자와 가족

에 대한 사전평가가 미흡한 단기 중재연구 뿐이고 따라서 국내에서는 표출감정

개념의 사용이 정착되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측면에서, 정신분열

병 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 적응, 가족의 부담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나아가 환자와 가족이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발달시킬 수 있고 가족의 표출감정을 줄이고 환자의 재발을 감소시키

는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의 정도, 환자의

사회적응정도, 가족의 부담감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1)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사회적응 수준, 가족부

담감을 측정한다.

2)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3)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가족부담감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4) 환자의 사회적응과 가족부담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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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표 출 감정 (Exp ressed Em otion)

표출감정이란 비난적 언급, 적대감, 불만족, 지나친 정서적 간섭의 개념으로 구

성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나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표현으로 가족안에서의 감정적

분위기이다(Leff & Vau gh n, 1976).

본 연구에서는 Cole(1986)이 개발한 Level of Exp ressed Em otion (이하 LEE)을

배헌석(2001)이 국내 실정에 맞게 재개발 한 것을 사용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

록 표출감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2)가 족 부담 감 (Fam ily Bu rden)

부담감이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특정상황에서 지각하는 지속적인 문

제로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변화와 같은 상황 및 사건과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신, 신체,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Zarit et al, 1980)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철권등(1999)이 개발한 가족부담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부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사 회 적 응 (Social A dju stm ent)

사회적응이란 넓은 의미로 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eissm an, 1975).

본 연구에서는 Weissm an (1976)이 개발한 사회적 적응 척도(Social A dju stm ent

scale)를 하경희(2000)가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재수정하여 사용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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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표출감정과 가족 부담감

장기간 병원에 입원, 수용하는 것은 환자의 사회적응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최근에는 단기입원을 선호하

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김민영, 1997). 정신질환의 치료의 목적은 정신과적 증상을

최소화하여 퇴원 후 환자 자신이 속한 환경체계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적응을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나 질병자체의 특성으로 치료 후에도 사회적

기능손상 등의 장애가 남게 된다(배새봄, 1999). 또한 우리 나라는 아직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채 탈원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들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점

차 환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환자를 돌봐야하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오현주, 2000) 부담감이란 가족원이 환자를 간호하면서 지각하는 정

서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정도로(Zarit, 1980) 환자가 신체적 건강상태, 기능장애,

정신적 건강 등으로 인하여 자기 돌봄 기능이 제한되고, 우울한 상황에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Bu ll, 1990).

H oenig 등(1967)은 가족부담을 환자의 어떤 비정상적 행동특성과 가족에 대한

특징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부담과 가족들 자신이 어떤 부담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부담으로 구별하였으며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에서 76.3 %

가 객관적 부담과 주관적 부담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가족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부담은 객관적 부담, 주관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객관적 부담이란 가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환자의 병

적 행동으로서 정신분열병 환자를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담이다. 주관적 부담이란 환자로 인해 각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격, 고통 및 여러 다른 개인적 감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죄책감, 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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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수치, 분노, 절망, 불안 등의 감정이 포함된다.

강동호 등(1995)은 주관적 부담은 환자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가족들이 개인적

으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며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민으로 인한 주관적 부담이 가장 크고 그밖에 후회, 원망, 사후에 대한 걱

정, 죄책감 등의 순으로 크다고 하였다.

이렇게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

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부 가족에서 환자에

대한 지나친 표출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배새봄, 1999).

고통받는 가족들의 경우 높은 표출감정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동안 환자를 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Ch ristine 등, 1997). 장기간 환자를 돌보는 일은 자

신의 생활양상을 바꾸게 되며 자연히 다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개

인적인 사회활동이 제한된다(허복심, 1998). 정신분열병 환자를 돌보면서 높은 표

출감정을 보이는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 보다 효과적인 사회지지체계로부

터 고립되어 있고 환자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점점 사회적 망(n etw ork)이 축소되

는데(An der son 등, 1984), 이는 가족 자신의 건강문제, 경제적 부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이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여 스스로 사회교류를 단절하기 때

문이다. Fad den 등(1987)은 그들의 연구에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환자와 얼굴

을 맞대고 지내는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하였다.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계속적인 간호로 신체적 피로와 심지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자신이나 다른 가족 등과 지낼 시간이 줄어들며 심각한 경

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부담감을 아주 많이 느끼게 된다(김용분 등, 1999).

환자에게 오랫동안 질병이 남아 있을수록 객관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H oenig

등, 1966) 심각한 가족 부담감과 관련이 있는 환자의 증상들은 공격성, 망상, 환각,

혼돈, 자가간호 능력의 상실, 사회적으로 당황스러운 행동, 폭력 등이며(Fad den

등, 1987)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환자가 보여주는 문

제행동들의 수준과 높은 관련이 있다(H oenig 등, 1966).

강동호 등(1995)은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의 객관적 부담을 조사한 결과 가족들

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환자의 행동은 기괴한 행동, 철퇴, 공격적 행동 등으로 정

- 7 -



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거부감이 대체로 크다고 하였으며 특히 환자의

이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환자에 대한 비난이나 적대감도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Scazu fca 등(1996)은 표출감정과 객관적-주관

적 부담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높은 표출감정은 높은 부담감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으며 높은 표출감정에서 낮은 표출감정으로 변화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부담감이나 환자의 사회기능수준에 대한 지각수준에 큰 개선이 있다

고 하였다. Jackson 등(1990)은 역시 표출감정과 가족부담감간의 관계연구에서 높

은 표출감정은 높은 주관적 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비판적 충고는 환자의 문제행

동과 사회적 수행결손에 대한 높은 부담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환자

의 증상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슬픔 등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반복되는

입·퇴원으로 겪게되는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환자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 환자에게 높은 표출감정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배헌석, 2000). H oen ig 등(1967)은 표출감정과 가족의 부담감 사이의 관계 연

구에서 환자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수행결손, 부작용등에 대해 낮은 표출감정을 보

이는 가족보다 높은 표출감정 정도를 보이는 가족이 높은 주관적 부담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 8 -



2.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 적응

항정신성 약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환자들을 장기간 정신병원에 수용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오늘날의 정신보건 영역은 치료중심의 의학에서 벗어나 폭

넓은 예방,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적 기능회복에 까지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하경희, 2000).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은 일차적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한 후에도 의

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야기된 심리사회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계속적으로 직면하게 되

며(좌현숙, 1997)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자 보다 무직율이 높고

직업활동정도, 사회활동의 정도 등에서 높은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안성희,1997).

퇴원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친구나 친척 등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되어 사회적

으로 고립되기 쉽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족에게 의존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에

서 퇴원한 만성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가족 지지를 제시하고 있다(좌현숙, 1997).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응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가장 큰 이유는 1960년부터 미

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된 탈원화 과정을 통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김철권 등, 1999).

사회적응이란 개인과 사회환경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Weissm an, 1975). 한 개인이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제를 잘

수행하고 이에 만족감을 얻을 경우 사회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

회적응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기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두

개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김철권 등, 1999).

정신분열병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

로 중요한 진단기준 중의 하나이며 향후 병의 경과를 예측하는 중요 결정인자로

도 작용하고(김철권 등, 1999) 환자의 사회기능이 나쁠수록 재발과 재입원을 잘하

며 치료 결과 역시 좋지 않다(박내권, 2001).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사회적응의 중

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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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있다(김철권 등, 2000).

현명선(1991)은 퇴원한 만성 정신 질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회적 적응과

의 관계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환자의 사회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으며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대부분 정신적 결함을 가진 상태에서

가정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히 따뜻한 보호와 사랑이 필요하며 이

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환자의 가족에게 있다고 하였다.

환자의 중요한 단기 재발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가족의 표출감정을 들 수 있는

데 사회기능결손에 대해 비판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등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재발율을 증가시키며 취업과 여가생활의 기회뿐 아니라 가족

지지, 치료적 준비와 지역사회 지지체계는 환자의 사회적응수준을 결정하는 의심

할 여지없는 요소이다(M ontero 등, 1998). 표출감정이 높은 가족은 낮은 가족보다

환자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기능수행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Sh im p ei

등, 1997) 환자의 증상을 병의 일부분으로 보지 않고 게으르고 부정적이며 불안정

하다고 여기는 가족들은 높은 표출감정을 보이며 환자의 사회활동을 낮게 평가하

고 환자의 여가생활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

족들이 이러한 결손들을 병의 일부분으로 보지 못하고 환자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Fad d en 등, 1978).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은 환자의 음상증상,

즉 의사소통의 결핍, 소극적인 활동, 느림, 여가에 대한 흥미상실(Creer 등, 1974)

등이며 이런 음상증상들은 가족들이 대처하기 아주 어려워하는 것으로 환자를 비

난하도록 유도하고(Vau ghn , 1977) 환자의 환각이나 망상 등의 양성증상보다 무욕,

무관심,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들이 가족들로 하여금 비난을 많이 하게 한다

(Glynn 등, 1990). 가족들은 환자의 무능력한 행동이나 직업생활에 있어서 정신병

적 증상보다도 더 비판적인 감정을 보이게 되며(Brow n 등, 1962) 임상적 증상과

관계없이 환자가 기능하지 않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병의 예후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Otsu ka 등, 1994). 결과적으로 표출감

정이 높은 가족과 함께 사는 환자의 기능은 심각하게 나빠지고 가족의 감정적 과

잉간섭은 환자가 독립적인 사회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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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ip er s, 1987).

Kin g 등(1996)은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도의 관계 연구에서 감정

적 과잉간섭이 클수록 환자의 양성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응도는

높은 과잉간섭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과잉간섭은 사회적응의 몇 가지 측면에

직접적인 중요한 효과를 갖고 그것의 간접적 효과는 음성증상에 영향을 주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Miklow itz 등(1983)도 역시 그의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

의 사회기능정도는 가족의 과잉간섭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Brow n 등(1972)은

표출감정이 많은 환경에 노출된 환자는 사회기능에 더 문제가 있고 행동장애가

많다고 하였는데 행동장애는 가족이 비판을 많이 할수록 더 악화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가족은 환자의 사회적응을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응을 저하시키고 재발 등에 영향을 주는 환

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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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출감정의 측정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높은 재발율 때문에 약물

불이행과 별도로 사회적 스트레스 원, 즉 생활사건이나 우호적이지 못한 가족 분

위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Ku rt 등, 1989). 이렇게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난 연구들은 재발에 대한 사회적, 상황적 요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

며 가족은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또는 적어도 질병과정의

예측인자로서 널리 인식되어지게 되었다(Sim on eau 등,1998).

1950년대 들어 가족과 정신분열병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미국에서는 정신 역동적인 전통이 깊이 뿌리내렸는데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사

회학자인 George brow n (1959)이 가족의 사회적 역할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면서 처음 표출감정을 언급하였다. 표출감정의 개념에 초점이 맞춰지면

서 초기의 연구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두가지 감정에 대해 탐구했

지만 후에 이어진 연구들에서 표출감정은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표현하는 부정적

이고 간섭적인 태도의 개념으로 국한되어 졌다(Kavan agh , 1992).

Leff 등(1981)은 표출감정을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비난,

적대감, 감정적 과잉간섭을 측정하는 부정적 표현 및 태도 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첫째, 비난(cr itical com m ent)이란 환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 적의, 거

절을 언급하는 명백한 진술이나 비난적 어조로 전달되는 진술이다. 두 번째로 적

대감(h ostility)이란 환자에 대한 거절이나 특정행위에 대한 비난이 전반적인 비난

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감정적 과잉간섭(em otion al overinv olvem ent)은

환자에 대한 자기희생, 과잉보호, 지나친 동일시로 자신의 감정과 환자의 감정이

분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표출감정 개념은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실제로 가족 분위기와 환자의 자율신경계의 각성수준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준다. 표출감정이 높은 가족과 사는 환자는 습관화되는

즉, 익숙해지는 과정을 손상 받게 되며(Tarr ier 등, 1979) 환자에게 있어 만성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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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과다 각성상태를 가져오게 한다(Stu rgeon 등, 1984).

Leff 등(1981)은 퇴원한 정신분열병 환자가 한 명 이상의 가족원으로부터 많은

비난적 언급과 감정적 과잉간섭을 경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퇴원

후 9개월 안에 재발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퇴원 9개월 후 높은 표출감

정을 보이는 가족과 사는 환자 중 58 %가 재발하였으나 낮은 표출감정을 보이는

가족과 사는 환자에서는 6%가 재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위험 환자에 대

한 제공 가능한 중재를 언급 하면서 높은 표출감정을 보이는 가족과 사는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요법 한가지로는 불가능하며, 가족과 접촉하는 것

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row n 등(1972)은 퇴원 후 감정적으로 문

제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환자의 재발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높다고 하였

으며 Kav an agh 등(1992)은 높은 표출감정과 환자의 철회는 환자의 재발, 사회기

능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환자의 증상과 가족의 표출감정사이에

단순하고 일 방향적인 모형을 지지하기 보다는 환자의 증상과 가족들의 반응사이

에서 일어나는 상호교환적 모형을 강조하였다. 이런 상호교환적인 접근은 부정적

감정들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이를 대처하려는 환자와 이러한 환자

에게 반응하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가족들의 고통은 환자의 문제행동

과 관련이 있고 더 큰 고통은 더 많은 표출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출감정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뿐 아니라 다른 진단의 환자들에게도

시도되어 그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Som oneau 등(1998)은 높은 표출감정이 나

타나는 조울증 환자의 가족은 비언어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표출감정의

수준은 환자와 가족사이에서 볼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호작용의 양상과 관

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Wen del 등(2000)은 높은 표출감정을 보이는 조울증 환

자의 가족은 표출감정이 낮은 가족보다 환자가 증상이나 음성적 행동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더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러므로 보호자는 환자 스스로 행동

을 조절하도록 환자에게 비판적 충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출감정이 높은 가족은 환자의 증상이 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환

자의 성격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내며 이는 가족들이 발병원인과

특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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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높은 표출감정이 환자의 재발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

고 이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표출감정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광순(1996)은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표출감정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도하여,

서구의 연구결과보다 표출감정 평균점수가 낮아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

고, 김민영(1997)은 통합적 가족치료에 참여한 환자와 가족이 평가한 표출감정 점

수는 가족의 경우 감소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표출감정의 측정도구로서 처음 개발된 Cam berw ell Fam ily in terview (CFI)는

(Brow n 등, 1972) 반구조화된 가족 인터뷰로 측정을 위한 훈련이 요구되며 시행

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점수화가 복잡하며 주요가족과 면담해야 하는 유용성의

문제로 보통 임상에서 이용하기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Vau ghn 등(1976)은 1시간

에서 1시간 반정도 소요되는 이전의 측정도구보다 좀 더 간결한 CFI과정을 소개

하였다. 이 인터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 요소가 있을 때 표출감정이 높게 측

정되며 그것은 높은 수준의 비난이 6회이상 있고 감정적 과잉간섭의 표현이 3회

이상, 적대감이 어느 정도든지 있을 때 측정되는 것을 뜻한다. Cole (1986)은 표출

감정의 정도를 환자가 지각하여 측정하게 하는 자가보고식 Level of Exp ressed

Em otion (LEE)척도를 개발하였다. 부정적 표출감정이란 환자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므로, 이를 가족에 의해 측정하기보다는 환자를 통해 직접 알아보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배헌석, 2000) 장점이 있으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CFI척도와

달리 대략 25-30분안에 표출감정 측정이 가능하고 환자가 지각하는 대상자로 가

족뿐만 아니라 친구, 애인, 치료자 등에 대해서도 표출감정의 측정이 가능하다

(Cole, 1992).

배헌석(2000)은 LEE 척도의 경우 문항수가 동일한 각 15문항의 네 개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항수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환자들이 모든 가족 표

출감정으로부터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라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원척도를 이용해 개발하여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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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 가

족부담감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1) 표 본 크기

2001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지역 1개 낮병원, 1개 외래, 2개 정신

보건 센터, 1개 사회복귀시설과 대전지역 1개 낮병원, 1개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

여 조사당시에 재활서비스나 외래를 이용중인 정신분열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

상으로 본 연구자와 정신보건전문 요원이 설문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환자와 보호자 각각 낮병원에서 31명, 사회복귀시설 8

명, 정신보건센터에서 8명, 정신과 외래에서 32명으로서 환자와 보호자 각각 총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표집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비확율적 표집법 중 편의적 표집법을 이용

하였다.

3) 대 상 자 선 정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DSM-Ⅵ 에 의해 정신분열병 환자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 퇴원후 가

족과 최근 3개월 이상 동거하는 자

- 연구자에 의해 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

단 되는자.

- 기질적인 뇌손상, 편집증의 진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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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된 자.

3. 연구도구

1) 정 신 분열 병 환 자 가 지 각 한 가족 표 출 감 정의 측 정 도 구

Cole의 원척도(LEE)는 간섭(in tru siveness), 감정적 반응(em otion al resp on se),

병에 대한 태도(attitu d e tow ard illness), 인내/ 기대(toler ance/ exp ectation)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마다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le(1986)이 개발한 60문항의 자가보고형 질문지 척도(LEE:

Level of Exp ressed Em otion)를 배헌석(2000)이 번안하여 신뢰도 및 요인분석과

동시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된 한국판 표출정서 수준(K-LEE)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LEE 척도는 지지의 부족(Lack of su p p ort), 비난(Critical

com m ent), 간섭(In tru siveness)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지의 부족 이 22문항, 두 번째로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비난 이 16

문항, 가장 설명력이 적은 요인으로 간섭 이 7문항으로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가족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

자가 지각하는 표출감정에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의 경우 0점, 아니다 의 경우 1점으로 점수화 하여 최

고 45점, 최저 0점의 점수를 받도록 한다. 단, 4, 5, 6, 9, 13, 14, 15, 17, 18, 19, 20,

25, 27, 30, 33, 38, 40, 41, 42, 43, 44문항은 역환산 한다. 하위영역별 비교는 하위

영역별 응답문항의 합을 척도별 전체문항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배헌석(2000)이 개발할 당시 신뢰도는 Cron bach α= .95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

시 타당도는 Cole(1986)등이 이용한 기존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과와 동일한 r=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 결과, 총 표출감정은 Cronbach α = .769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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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족 의 부 담 감 측정 도 구

본 연구에서는 김철권 등(김철권 등, 1999)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을 대상

으로 비구조적인 면담과 외국 부담척도 고찰을 통해 외국과의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36문항의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 부담감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의 부담감 점수로 측정하였다. 이는

가족의 객관적 부담에 관한 14문항, 주관적 부담에 관한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 0점, 약간 있다 1점, 웬만큼

있다 2점, 꽤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김철권(1999)등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 bach α = .97 였고 허복심(1999)의

연구에서 Cron bach α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95였다.

3) 환 자 의 사 회 적 응 측 정 도 구

Weism an 등l(1976)을 주축으로 Yale의과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Social

Adju stm en t Scale (SAS)는 총 6개의 역할분야에 걸쳐 5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상의 역할, 사회적 관계 및 여가활동시 갖는 역할, 핵가족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 확대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이성

교제에서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대상자가 지난 2달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된 5점 척도로서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질문들의 점수를 평균한

것이 하위영역의 값이며 사회적응도는 각 항목의 값을 평균한 수치가 된다. 대상

자의 사회적응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응에 좀

더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은 조도연(1983)이 우리나라의 표현에 맞게 번안하

여 이성교제에 대한 문항을 사회적 관계 및 여가활동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재

정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여 총 51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하경희(2000)가 부모

- 17 -



및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핵가족내에서의 역할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

고 4가지 하위 역할에 대해 25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

는 6문항을 제외하여 19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결과 총 사회적응도는 Cronbach α = .83이었다.

4. 분석방법

설문지 조사 후 결과를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환자의 사회

적응, 가족부담감은 빈도를 이용하였다.

2)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환자의 사회적응, 가족부담감 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 s correlati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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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 환 자 의 일 반 적 특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 남성은 약 36.6%, 여성은 약 62.2 %로 강동호(1995), 허복심(1999),

이정섭(1999)의 남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 결과와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

성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의 이용율이 남자가 더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경우 여성들이 의료기관을 더 많

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동호(1995)가 경남지역, 허복심(1999)이 광주와 전

남지역, 이정섭(1999)이 경기지역에서 대상자를 조사한 것으로 보아 지역별 차이

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연령은 약 31세이며 조사대상자의 약 76%가 20-30대 사이인 것으로 나타

났다. 발병연령은 평균 22세이며, 조사대상자의 72 %가 10-20대 사이에 발병하였고

8세부터 43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분열병이 성인초기에 발병한다는 하

경희(2000), 노정숙(2001), 허복심(1999)등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입원횟수는 평균 약 3회로 1회가 28 %, 2회가 15 %, 3회가 12 %, 4회가 7% 5회

이상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72 % 이상이 2회 이상 입원하여 재발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입원기간은 평균 약 16개월로 강동호(1994) 14.9개월, 서수경

등(1995) 14.9개월 보다는 길었고 허복심(1999) 18-19개월보다 짧았다. 그러나 약

60%가 12개월 미만으로 이러한 결과는 탈원화 추세에 맞추어 단기 입원과 조기퇴

원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78 %, 별거나 이혼은 7.3%, 동거는 1.2 %로 약 85%가 질환

으로 인해 결혼을 못했거나 결혼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는 기독교가 34.1%로 가장 많고 조사대상자의 79.3 %가 종교를 갖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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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은 69.5 %가 무직이며 30.5 %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본 조사가 대상

자의 대부분이 현재 재활서비스 기관을 다니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취업과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학력은 고졸이 4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강동호(1994), 서수경

(1995), 허복심(1999), 김용분(1999)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용재활기관을 보면 대상자의 58.5%가 재활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39 %는

이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회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의

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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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의 일반적 사항

n =81

문 항 구 분 빈 도 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 별
남

여

30(36.6%)

51(62.2 %)

연 령

19세 이하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세 이상

7(8.5 %)

37(45.1%)

26(31.7%)

8(9.8 %)

3(3.7%)

30.8 ± 8.66

발병연령

19세 이하

20 - 29세

30 - 39세

40세 이상

35(42.7%)

37(45.1%)

6(7.3 %)

3(3.7%)

22.05 ± 7.06

입원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28(24.4 %)

15(18.3 %)

12(14.6%)

8(7.3 %)

6 ( 7 . 3 % )

10 (12 .2 %)

2.9 ± 1.76

입원기간

1 - 12개월

13 - 24개월

25 - 36개월

36개월 이상

49(59.8 %)

6(7.3 %)

5(6.1%)

13(15.9 %)

16.22 ±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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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의 일반적 사항

n = 81

문 항 구 분 빈 도 수 (백분율)

결혼상태

기혼

미혼

동거

별거.이혼

9(11%)

64(78.0%)

1(1.2 %)

6(7.3 %)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 교

기 타

28(34.1%)

17(20.7%)

16(19.5 %)

17(20.7%)

2(2.4 %)

직 업

없음

생산직,근로자,서비스업,

공무,회사원, 전문직

판매직

기타

57(69.5 %)

5(6.1%)

5(6.1%)

3(3.7%)

11(13.4 %)

학 력

초등학교졸

중졸

고졸

대졸

기타

3(3.7%)

5(6.1%)

39(47.6%)

24(29.4 %)

10(12.2 %)

이용재활기관

정신보건센터

낮병원

사회복귀시설

기타

없음

8(9.8 %)

31(37.8 %)

7(8.5 %)

1(1.2 %)

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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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족 의 일 반 적 특성

가족의 성별은 남성이 62.2 %, 여성이 36.6%로 남성이 더 많아 왕영애(1997),

허복심(1999),의 연구결과에서 처럼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 것과는 달랐으

나 김용분(1999), 이정섭(1999)의 연구결과에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 것과

비슷 하여 일치된 연구보고는 없었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책임이 주로 여

성들에게 맡겨진다는 관례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와의 관계는 50%가 아버지, 26.8 %가 어머니로 부모가 76.8 %나 차지하고

있어 임혜숙(1991), 강동호(1994), 왕영애(1997), 김철권(1999), 허복심(1999)의 연구

결과에서 다수가 부모라고 한 것과 비슷하였다. 학력은 대졸이 28 %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고졸이 26.8 % 로 고학력자가 많았으며 중졸과 초등졸 순으로 많았다.

종교는 98.8 %가 종교를 갖고 있어 임혜숙(1991), 강동호(1994), 최영신(1997)와

비슷하고 본 연구에서는 불교가 36.6%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34.2 %로 가장 많았으나 100-150만원이 34.1%, 200만원 이상이 26.8%로 다양하여

허복심(1999), 김용분(1999)의 100만원 미만이 약 44 %이상을 차지한 것보다 낮아

100만원 미만의 영세민이 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원수는 평균 4명으로 4-5명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임혜숙(1991),

왕영애(1997), 허복심(1999)과 비슷하다. 나이는 평균 52.6세로 40-50대가 52.2%로

가장 많았으나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67.1%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7.3 %, 동거는 4.9 %, 별거나

이혼은 19.5 %로 결혼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자도 약 32 %정도나 되었

다. 재활모임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1.4회로 1회이상 참여한 사람이 78 %나 되어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에 대한 태도는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 대상자가

54.9 %, 치료를 잘하면 좋아질수 있다고 생각한 대상자가 32.9 %로 대상자의 87.8 %

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재활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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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족의 일반적 사항

n =81

문 항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여

51(62.2 %)

30(36.6%)

환자와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형 제 , 자 매

자녀

기타

41(50%)

22(26.8 %)

4(4 .9 %)

9(11.0%)

3(3.7%)

2(2.4 %)

학 력

초등학교졸

중졸

고졸

대졸

중퇴

무학

기타

11(13.4 %)

18(22.0%)

22(26.8 %)

23(28 %)

4(4.9 %)

1(1.2 %)

1(1.2 %)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 교

기 타

14(17.1%)

18(22.0%)

30(36.6%)

17(20.7%)

1(1.2 %)

월 수 입

50만원 이하

50 - 100만원

100 - 150만원

150 - 200만원

200만원 이상

14(17.1%)

14(17.1%)

28(34.1%)

1(1.2 %)

2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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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가족의 일반적 사항 n =81

문 항 구 분 빈 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가족원수

1

2

3

4

5

6명 이상

1(1.2 %)

8(9.8 %)

15(18.3 %)

26(31.7%)

23(28.0%)

7(8.5 %)

4.06 ± 1.23

나 이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세 이상

5(6.1%)

7(8.5 %)

12(14.6%)

31(37.8 %)

19(23.2 %)

6(7.3 %)

52.67 ± 13.77

결 혼 상 태

미혼

기혼

동거

별거.이혼

6(7.3 %)

55(67.1%)

4(4.9 %)

16(19.5 %)

재 활 모 임

참 여 횟 수

0

1 - 2

3 - 4

5회이상

18(22.0%)

16(19.5 %)

15(18.3 %)

15(18.3 %)

1.42 ± 1.13

태 도

치료를 받으면서 점

차 나아지고 있다.

치료를 잘하면 좋아

질수 있다.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다.

나빠지고 있다.

모르겠다.

45(54.9 %)

37(32.9 %)

4(4.9 %)

1(1.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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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1. 표 출 감 정

총 표출감정의 점수는 최대 45점에서 최소 0점까지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분석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총 표출감정 평균점수는 11.58점 ± 2.20이었다. 하

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지지부족이 평균 4.47 ± 4.40, 비난이 평균 4.78 ± 4.79, 간

섭이 평균 2.32 ± 1.97이었다.

<표 3> 환자가 지각한 표출감정의 평균 점수

n = 81

항 목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지지부족

비난

간섭

합계

0

0

0

0

18

16

7

41

4.47

4.78

2.33

11.5

4.40

4.79

1.97

2.20

배헌석(2000)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표출감정 평균은 22.65, 양극성

장애는 22.17, 알코올 중독은 22.17, 기분장애 24.83, 성격장애 18.67로 나타나 진단

명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점수 11.58

보다 많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헌석(2000)의 연구에서 평균연령 30.85세, 교

육연한 12.09년, 입원횟수 3.05회, 가족수 3.76년으로 일반적 사항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조사대상에 입원환자를 포함시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광순(1996)은 입원, 외래치료 환자보다 낮병동과 같은 재활서

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지각한 표출감정의 평균점수가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세 가지 하위영역별 문항평균을 모두 합한 총점은 .8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문항평균은 지지부족이 .20, 비난이 .3, 간섭이 .33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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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사 대상자들은 가족의 지지부족보다 간섭과 비난을 조금씩 더 높게 지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감정적 과잉간섭은 환자가 독립적인 사회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

는 방해원인이 되고(Ku ip ers, 1987) 환자의 양성증상을 악화시키며 간접적으로 음

성증상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Kin g 등,1996)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기능

정도는 가족의 과잉간섭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Miklow itz 등,1983). 또한 가족이

정신장애의 증상을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성격적인 문제로 여길 경우

비난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Fad den , 1978) 환자들에게 간섭, 비난이나 비

판적 충고보다는 가족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가족

의 과잉 간섭과 비난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신분열병의 발병원인, 증상에 대한 대처

등의 교육과 같은 중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위영역별 문항평균의 합은 강광순(1996)의 1.95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표출감정이 .83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강광순의 연구에서는 입원, 외래치료

환자가 약 93 %를 차지하여 재활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적었으나 본 연구

에서 환자 대부분이 재활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입원, 외래치료환자보다 낮

병동 환자가 지각한 표출감정의 평균점수가 더 낮았다는 강광순(1996)의 연구결과

로 볼 때 치료형태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표출감정과 관련이 있는

환자의 양성, 음성증상들, 환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Fad den 등, 1987; Creer 등,

1974; Vau gh n, 1977)과 환자의 문제 행동, 직업생활, 여가활동 등(Brow n 등,1962;

Fad d en, 1978)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재활서비스 기관의 이용으로 어느 정도 분담

이 가능하고 환자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강광순(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환자의 평균 입원횟수 3.4회, 가족 월수

입은 49%이상이 100만원 미만으로 본 연구결과인 평균 입원횟수 2.9회보다 잦았

고 가족 월수입은 본 연구결과인 34.2 %가 100만원 미만인 것보다 100만원 미만의

영세민이 더 많아 입원횟수와 경제적 수준에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던 점

이 표출감정의 점수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Cole(1992)이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표출감정의 각 하위영역 평균의

합 5보다 본 연구결과의 값이 많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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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수용적이고 인내하는 태도와 고통 감수를 의무로 여기는 분위기, 정신

과적 문제에 대한 이해나 인식등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출감정의 각 문항의 평균은 최대 1점에서 최소 0점까지 나올 수 있으며 .5를

기준으로 1에 가까우면 본 연구 대상자들의 반수이상이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평

가를 한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우면 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의미

한다. 전체 표출감정 문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그는 나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한다 .48점으로 가장 높아 다른 문항들 보다는 표출감정이 가장 높게 나

타났지만 .5는 넘지 못해 반수 이상이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1로 가장 낮아 거의 모두가 가족에 질문에 긍정하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문항들 중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지지부족 영역에서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내 기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모른다. .38 로 가장 높았으며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1로 가장 낮았다.

비난 영역에서 그는 나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한다. .48로 가장 높았으며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20으로 가장 낮았다.

간섭영역에서 그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한다. .44로 가장 높았

으며 그는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여 힘들게 하지 않는다. .22로 가장 점

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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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 =81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그는 내가 흥분할 때 진정시켜준다. .20 ± .40

2)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참아준다. .14 ± .34

3) 그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지 않는다. .30 ± .46

4) 그는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단지 관심

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22 ± .42*

5)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 준다.
.40 ± .49*

6)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는 화를 낸다. .28 ± .45*

7) 내가 아프거나 흥분할 때 그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준다. .28 ± .45

8) 그는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 .18 ± .39

9) 그는 나의 일에 항상 간섭을 한다. .36 ± .48*

10)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해 준다.
.23 ± .42

11) 그는 내가 그에게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8 ± .49

12) 그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25 ± .43

13) 그는 내가 화를 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와주지 않는

다.
.21 ± .41*

14)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부응해서 처신하지 않으면 비난한

다.
.34 ± .48*

15)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린다. .21 ± .21*

16) 그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16 ± .37

* 역환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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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 =81

문 항 평균±표준편차

17) 그는 내가 흥분을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한다. .32 ± .47*

18) 그는 내가 힘들어 할 때 나를 내버려둔다. .34 ± .48*

19)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내 기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모른다.
.37 ± .49*

20) 그는 내가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든다고

말한다.
.21 ± .21*

21) 그는 나의 한계점을 이해한다. .26 ± .44

22)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24 ± .43

23) 그는 내가 흥분하거나 아플 때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15 ± .36

24)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

로 생각하고 있다.
.11 ± .31

25) 그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한다. .44 ± .50*

26) 그는 내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준다. .13 ± .34

27)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에게 화를 낸다. .26 ± .44*

28) 그와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14 ± .35

29) 그는 비록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나를 대한다. .20 ± .35

30) 그는 별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낸다. .23 ± .43*

31) 그는 내가 아프거나 흥분할 때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17 ± .38

32) 그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준다. .16 ± .37

33) 그는 나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한다. .48 ± .50*

* 역환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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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 =81

문 항 평균±표준편차

34) 그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줄 안다. .33 ± .47

35)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27 ± .25

36) 그는 내가 실수를 해도 이해해 준다. .15 ± .36

37) 그는 나의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다. .34 ± .48

38) 그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28 ± .45*

39) 그는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여 힘들게 하지 않는

다.
.22 ± .42

40)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20 ± .40*

41) 그는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책

망을 한다.
.35 ± .48*

42) 그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고 비난

한다.
.40 ± .49*

43) 그는 내가 자신과 매사를 의논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30 ± .46*

44)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낸다. .35 ± .48*

45)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한

다.
.15 ± .36

* 역환산 항목

※ 하부영역별 문항분류

1) 지지부족: 1, 2, 3, 7, 8, 10, 13, 16, 18, 19, 21, 22, 23, 24, 26, 28, 29, 31, 32, 35, 36, 45

2) 비난: 4, 5, 6, 14, 15, 17, 20, 27, 30, 33, 38, 40, 41, 42, 43, 44

3) 간섭: 9. 11. 12. 25. 34. 3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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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족 부 담 감

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 부담감의 총 평균점수는 42.38이었으며 표

준편차는 23.68이었다 최소 1에서 최대 94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 보면 객관적 부담의 총 평균점수는 10.23, 주관적 부담의 총 평균

점수는 31.49였다.

가족 부담감의 총 문항평균은 1.20이었으며 최소 .03, 최대 2.69였다. 하위 영

역별 문항평균을 살펴보면 객관적 부담의 평균은 .7949, 주관적 부담은 1.4756으로

주관적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5> 가족부담감의 문항평균 점수

n =81

항 목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객관적 부담

주관적 부담

합계

.00

.05

.03

2.86

2.82

2.69

.79

1.47

1.20

.64

.76

.67

채옥선(2000)은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부담감을 조사하였으며 환

자의 87%가 정신분열병으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영역은 가족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이라고 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정섭(1999)의 연구에서 부담감의

문항평균 점수는 3.1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이는 가족의 평균연령이 높을수

록 부담감이 높고(강동호, 1991) 월수입은 적을수록 부담감이 높았다는 임혜숙

(1991), 이정섭(1999)의 보고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섭(1999)의 연구

에서 가족의 평균연령이 44.1세로 본 연구결과의 52.6세보다 적었고 평균 월수입

은 100만원 미만의 영세민이 전체의 45 %를 차지해 본 연구의 34.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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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동일한 부담감 척도를 사용한 허복심(1999)의 연구에서 평균은 1.6이

었으며 객관적 부담 1.5, 주관적 부담 1.6과 비교하면 객관적 부담과 전체 부담감

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 치료에 따른 치료비 부담 때문에 수입이

적을수록 부담감이 커지고(왕영애, 1997; 허복심, 1999) 입원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지며(임혜숙, 1991; 강동호,1994) 입원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담감이 커진다(임혜

숙, 1991)고 한 것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허복심(1999)의 연구에서 대부

분의 환자들이 입원, 외래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50-99만원이

44.3 %로 가장 많고 환자의 평균 입원횟수는 약 3.8회,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이 약

18개월이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재활서비스 기관을 다니는 환자가 대부분이

고 가족의 월수입은 100-150만원이 34.1%, 200만원 이상이 26.8% 였으며 환자의

평균 입원 횟수는 2.9회,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16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더 어느 정도는 객관적 부담을 덜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적으로 죄책감, 원망, 슬픔, 연민, 회의 등 주관적

부담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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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 자 의 사 회적 적 응

분석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사회적 적응 평균점수는 45.14였으며 표준편차

는 11.47, 최소 18, 최대 68로 나타났다.

사회적응 점수의 총 항목평균은 2.50였으며 최소 .9, 최대 3.79로 나타났다. 네

가지 역할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관계 및 여가에서의 역할이 2.70으로 가장 적

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대가족에서의 역할이 2.29로 가장 적응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적응의 문항평균 점수

n =81

항 목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핵가족에서의 역할

확대가족에서의 역할

직업생활에서의 역할

합계

0.88

0.66

0.66

0.8

0.9

4.44

5.00

5.00

5.00

3.79

2.70

2.30

2.29

2.39

2.50

.80

1.00

.85

.83

.63

이것을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도연

(1983)의 연구에서는 평균 2.42, Glazer (1980)의 연구에서는 2.6으로 나타났으며 정

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현명선(1991), 하경희(2000), 노정숙(2001)의 연구에서 각

2.62, 2.40, 2.7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확대가족에서의 역할의 평균은 조도연(1983)의 2.37, 노정숙(2001)의 2.53, 하경

희(2000)의 2.15,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에서의 역할의 평균

도 조도연(1983)의 2.43, 하경희(2000)의 2.64, 노정숙(2001)의 2.61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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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결과는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가족내에서는 스스로 잘 적응

하고 있지만 사회관계 및 여가 활동면에서 작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병으로 기인한 사회적 기능결손과 더불어 정신질

환자라는 낙인과 이에 따르는 위축이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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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환자의 사회적응, 가족부담감과의 상관관계를

Pearson ' s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표출감정과 사회적응도, 가족부담감과의 관계는 p <.05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출감정 하위영역과 사회적응 하위영

역별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지지부족과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r=

.016, p < .05), 확대가족에서의 역할(r= .034, p < .05), 직업생활에서의 역할(r=

.035, p < .05)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가 부족할수록 사회관계 및 여가활

동, 확대가족 내에서와 직업생활에서의 적응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가족의 간섭과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에서의 역할(r= .049, p < .05), 핵

가족에서의 역할(r= .013, p < .05),직업생활에서의 역할(r= .024, p < .05)과의 관계

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간섭이 클수록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확대가족 내에서와

직업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현명선(1991), 하경희(2000)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

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

각한 가족의 지지가 적을수록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확대가족과 직장에서의 적응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에서 환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가족의 지지와 보살핌이 필요하며 가족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과잉간섭이 많을 수록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확대가족에서

의 역할, 직업생활에서의 역할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정신분열

병 환자의 사회적응과 표출감정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나 가족의 과잉간섭이

많을 수록 확대가족 내에서의 적응수준이 낮아진다고 한 Kin g(1996)의 연구와 일

치하는 부분이 있다. 가족의 감정적 과잉간섭은 환자가 독립적인 사회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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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원인이 되고(Ku ip ers, 1987) 감정적 과잉간섭이 클수록 환자

의 양성증상을 악화시켜 사회적응을 방해하며 이는 간접적으로 음성증상에도 영

향을 주어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는(Kin g, 1996)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출감정의 하위영역과 가족 부담감의 하위영역별로는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비난과 가족의 객관적 부담감(r= .025, p < .05), 비난과 가족의 주관적 부담감(r=

.022, p < .05)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부담

감이 클수록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비난이 커짐을 의미한다.

Jack son 등(1990)은 비판적 충고나 비난은 환자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수행결

손 등에 대한 높은 부담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강동호 등(1995)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환자에 대한 비난이나

적대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이 정신장애의 증상을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성격적인 문제로 여길 경우 비난을 많이 하게 되는데(Fad den,

1978) 이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교육이나 환자관리에 대한 지식, 기술부족으로 인

해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며 가족교육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Creer

등, 1974, H atfield , 1978).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가족의 비난을 줄이고 가족의 부

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가족교육과 같은 중재와 가족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사회적응 하위영역과 가족 부담감의 하위영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사회적응은 환자의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신병적 증상과 관련된 환자의 사회적응 수준, 가족이나 전문가가

판단한 환자의 사회적응 수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사회적응과 가족의 부담감

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정신병적 증상과 가족의 평가를 반영하는 환

자의 사회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 37 -



<표 7>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과의 상관관계

n =81

사회적응 표출감정 지지부족 비난 간섭 전체 표출감정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핵가족에서의 역할

확대가족에서의 역할

직업생활에서의 역할

.276*

.185

.242*

.256*

.227

.097

.076

.107

.226*

.281*

.089

.269*

전체 사회적응 .229

* p < 0.05

<표 8>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가족의 부담감 간의 상관관계

n =81

가족부담 표출감정 지지부족 비난 간섭 전체 표출감정

객관적 부담

주관적 부담

-.057

-.017

.272*

.283*

.073

.105

전체 부담 .136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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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환자의 사회적응과 가족의 부담감 간의 상관관계

n =81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핵가족에서

의 역할

확대가족에서

의 역할

직업생활에서

의 역할
전체 사회적응

객관적 부담

주관적 부담

.238

.152

- .166

- .118

- .004

- .081

.004

- .046

전체 부담 - .024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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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1. 연 구 결 과 의 요 약

가족의 표출감정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응을 방해하고 표출감정 그 자체

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고 재발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가족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재발율이 높고 완치가 어려운 정신분열병 환자를

돌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객관적, 주관적 부담에 고통받고 있으며 높은

부담감은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표출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

적응, 가족부담감간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가족의 표출감정과 부

담감을 줄이고 환자의 사회적응과 예후에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이를 위해 퇴원 후 서울·대전지역에 소재한 낮병원, 외래, 정신보건센타, 사

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81명의 정신분열병 환자와 그 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 가족부담감의 관계를 조사하

였다. 조사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환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

분하였으며 가족의 표출감정, 환자의 사회적응, 가족부담감에 대해서는 각각 나누

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환자의 사회

적응, 가족부담감은 기술 통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2)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 환자의 사회적응, 가족부담감 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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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총 표출감정 평균점수는 11.58점 ± 2.20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지지부족이 평균 4.47 ± 4.40, 비난이 평균 4.78 ± 4.79, 간섭이 평균

2.32 ± 1.97이었다.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의 하위 영역별 문항평균을 모

두 합한 총점은 .83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문항들의 평균은 지지부족이 .20, 비난

이 .3, 간섭이 .33의 순서였다.

2) 가족부담감의 전체 문항평균은 1.20 ± .68 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객관

적부담의 평균은 .79 ± .65, 주관적 부담의 평균은 1.48 ± .77 으로 주관적 부담

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환자의 사회적응 전체 문항평균은 2.51 ± .63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사

회관계 및 여가에서의 역할이 평균 2.70 ± .80 으로 가장 적응도가 낮게 나타났

고 확대가족에서의 역할이 평균 2.30 ± .85 로 가장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가족 내에서는 스스로 적응하고 있지만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면에서 작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 가족부담감의 상관관계

전체 표출감정과 사회적응도, 가족부담감은 p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출감정 하위영역과 사회적응 하위영역별 상

관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지지부족과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r= .016, p <

.05), 확대가족에서의 역할(r= .034, p < .05), 직업생활에서의 역할(r= .035,

p < .05)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가 부족할수록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확대가족 내에서와 직업생활에서의 적응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준

다. 가족의 간섭과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에서의 역할(r= .049, P < .05),

핵가족에서의 역할(r= .013, P < .05),직업생활에서의 역할(r= .024, P < .05)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가 지각한 가족의 간섭이 클수록 환자의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 확대 가족내에서

와 직업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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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감정의 하위영역과 가족부담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는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비난과 가족의 객관적 부담감과(r= .025, P< .05) 가족의 주관적 부담감(r=

.022, P< .05)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부

담감이 클수록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비난이 커짐을 의미한다.

2. 제 언

1) 본 연구는 서울, 대전의 외래, 정신 보건센타, 낮병원, 사회복귀시설들의 일

부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모든 정신분열병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상자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하도록 제언한

다.

2) 본 연구는 외래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재활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에 비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따라서 직업이나 학업을 유지하며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대상자들이나 혹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적

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까지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3) 배헌석(2000)이 개발한 한국판 표출정서 수준(K-LEE)을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김철권(1999)등이 개발한 가족부담감 척도는 국내에서 본 연구를 포

함해 2회밖에 사용되지 않아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향후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

4)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사회적응을 측정하

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로 가족이 보이는 표출감정과 가족이 지각하

는 환자의 사회적응을 측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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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환자가 지각한 가족의 표출감정과 환자의 사회적응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병동 간호사입니다.

본 질문지는 귀하의 가족, 친지등이 귀하를 대하는 태도 및 행동에 대한

것과, 귀하께서 지난 2달동안 어떻게 지내왔는가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본 질문의 결과는 귀하와 또 귀하와 같은 진단을 갖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

증진과 간호, 치료를 위한 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수집된 자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고 번거

로우시더라도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옵고 가급적 한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박성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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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의 질 문지 는 여 러 분 의 가 족 , 친 지 등 이 당 신 을 대 하 는 태 도 및 행 동 에 대 한

것 입 니다 .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가족이나 친지 중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삶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결정하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 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언니, 누나, 형 혹은 동생, 이모, 할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서

그 는 남자든 여자든 지금 당신이 결정한 가족이나 친지 중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나의 ________________입니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 그는 내가 흥분할 때 진정시켜준다.

2)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참아준다.

3) 그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지 않는다.

4) 그는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단지 관

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5)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나에게 죄책감

을 안겨준다.

6)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는 화를 낸다.

7 )내가 아프거나 흥분할 때 그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준

다.

8) 그는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

9) 그는 나의 일에 항상 간섭을 한다.

10)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도

록 격려해 준다.
11) 그는 내가 그에게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12) 그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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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렇다 아니다

13) 그는 내가 화를 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

14)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부응해서 처신하지 않으면 비난

한다.

15)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린다.

16) 그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17) 그는 내가 흥분을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한다.

18) 그는 내가 힘들어 할 때 나를 내버려둔다.

19)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내 기분을 어떻게 다루

어야 할지 모른다.

20) 그는 내가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든

다고 말한다.

21) 그는 나의 한계점을 이해한다.

22)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23) 그는 내가 흥분하거나 아플 때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

한다.
24)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5) 그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한다.

26) 그는 내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준다.

27)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에게 화를 낸다.

28) 그와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29) 그는 비록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나를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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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렇다 아니다

30) 그는 별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낸다.

31) 그는 내가 아프거나 흥분할 때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32) 그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준다.

33) 그는 나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한다.

34) 그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줄 안다.

35)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

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36) 그는 내가 실수를 해도 이해해 준다.

37) 그는 나의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다.

38) 그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39) 그는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여 힘들게 하지

않는다.

40)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41) 그는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책망을 한다.
42) 그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고

비난한다.

43) 그는 내가 자신과 매사를 의논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44)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낸다.

45)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를 안정시키려고 노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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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께서 지난 2달동안 어떻게 지내왔는가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한 번호에 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여가선용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1-9번)

1.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자주 친구들을 만났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까?

① 평균 1주일에 1번 이상 ② 평균 1주일에 1번 ③ 평균 2주일에 1번

④ 평균 1달에 한번 ⑤ 전혀 없음

2.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 귀하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이

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① 항상 있었다. ② 대체로 있었다. ③ 어느 정도 있었다.

④ 대체로 없었다. ⑤ 전혀 없었다.

3.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교적인 목적으로 얼마나 외출

을 했습니까?

① 평균 1주일에 1번 이상 ② 평균 1달에 1번 이상 ③ 평균 2주일에 1번

④ 평균 1달에 1번 ⑤ 전혀 없음

4.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① 1주일에 1번 이상 규칙적으로 취미활동을 했다.

② 2주일에 1번 이상은 규칙적으로 취미활동을 했다.

③ 취미는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참여했다.

④ 취미는 있으나 주로 TV나 잡지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⑤ 취미활동은 없으며 TV도 보지 않았다.

5.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친구들과 말다툼이나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다툼없이 매우 잘 어울렸다. ② 보통 잘 어울리나 사소한 어려움이 있었다.

③ 한번 이상의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다. ④ 많은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다.

⑤ 항상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다.

6.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친구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언짢은 일이 생겼다면 얼

마나 오랫동안 기분이 나빴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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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러한 일이 없었다. ② 몇시간 정도

③ 몇일 정도 ④ 1주일 정도 ⑤ 몇 달 정도

7.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사람들과 만날 때 불편하거나 거북하게 느꼈습니까?

① 항상 편안하게 느낀다.

② 때때로 불편하게 느끼나 곧 편해졌다.

③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느꼈다. ④ 대체로 불편하게 느꼈다.

⑤ 항상 불편하게 느꼈다.

8.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외롭다고 느꼈거나 더 많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② 때때로 외롭다고 느꼈다.

③ 반 정도 외롭다고 느꼈다.

④ 대체로 외롭다고 느꼈다.

⑤ 항상 외롭다고 느꼈으며 친구가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랬다.

9.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지루하다고 느꼈습니까?

① 전혀 지루하게 느끼지 않았다.

② 대체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③ 반 정도는 지루하게 느꼈다.

④ 대체로 지루하게 느꼈다.

⑤ 항상 지루하게 느꼈다.

※ 다음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10번- 12번)

10.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가족들에게 쉽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까?

① 항상 이야기할 수 있었다. ② 대체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③ 반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④ 대체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⑤ 전혀 이야기할 수 없었다.

- 55 -



11.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가족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었습니까?

① 항상 좋아했다. ② 대체로 좋아했다.

③ 그저 그랬다. ④ 대체로 싫어했다.

⑤ 항상 싫어했다.

※ 다음은 한집에 살지 않은 부모, 형제, 자식 또는 친척들에 대한 질문사항입니

다.

(12-14번)

12.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에 대해 적어도 1명의 친척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① 항상 말할 수 있었다. ② 대체로 말할 수 있었다.

③ 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었다. ④ 대체로 말할 수 없었다.

⑤ 전혀 말할 수 없었다.

13.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친척을 만나는 것을 피해왔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한 두 번 정도 있었다.

③ 반 정도 있었다. ④ 대체로 있었다.

⑤ 항상 있었다.

14 . 귀하는 지는 2달 동안 친척이 하는 일에 대해 방해하거나 잘 안되기를 바란적

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한 두 번 정도 있었다.

③ 반 정도 있었다. ④ 대체로 있었다.

⑤ 항상 있었다.

※ 다음은 귀하의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귀하가 직장인(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부, 학생(지난 1달동안 학교에 다닌 경

우)인 경우에 대답해 주십시오. (15- 19번)

15.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일(학업, 가사일)을 해 왔습니까?

① 매우 잘 했다.

② 사소한 문제외에는 비교적 일을 잘했다.

③ 일하는데 도움이 필요했으나, 반 정도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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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의 일을 하지 못했다.

⑤ 전혀 일하지 못했다.

16.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일(학업, 가사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② 한두번 정도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③ 반 정도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④ 대체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⑤ 모두 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17.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일(학업, 가사일) 하면서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다툼이 업어 매우 잘 어울렸다.

②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대체로 잘 어울렸다.

③ 1회 이상의 다툼이 있었다.

④ 많은 다툼이 있었다.

⑤ 항상 다툼이 있었다.

18.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일(학업, 가사일) 해오면서, 흥분이나 걱정 또는 불편함

을 느꼈었습니까?

① 전혀 느끼지 않았다. ② 한 두 번 느꼈다.

③ 반 정도는 느꼈다. ④ 대체로 느꼈다.

⑤ 항상 느꼈다.

19. 귀하는 지난 2달 동안 일(학업, 가사일)에서 재미를 느꼈었습니까?

① 항상 재미있다. ② 대체로 재미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재미없다.

⑤ 항상 재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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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환자의 일반적 , 임상적 특성과 가족의 일반적 특성 ,

가족 부담감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병동 간호사입니다.

본 질문지는 귀하와 귀하의 환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환자에 대해 귀하

에게 흔히 나타나는 행동적, 감정적 변화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본 질문의 결과는 귀하가 돌보는 환자와 또 환자와 같은 진단을 갖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증진과 간호, 치료를 위한 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

이며 아울러 수집된 자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불

편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 바라옵고 가급적 한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박성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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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은 귀댁의 환자의 일 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 입니다 .

해당하는 번호에 Ⅴ 표시를 하시거나 _______ 와 같은 빈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1. 환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____세

2. 환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환자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동거 ④ 별거 및 이혼

⑤ 사별 ⑥ 기타 ____________

4. 환자의 교육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초졸(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⑤ 중퇴/ 퇴학_____________ ⑥ 교육경험이 없음 ⑦ 기타_______________

5. 환자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____________

6. 환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② 생산직 근로자 ③ 서비스업 ④ 공무원

⑤ 판매직 ⑥ 회사원 ⑦ 전문직 ⑧ 기타__________

7. 환자가 처음 병을 앓기 시작한 나이는 몇 세경부터 였습니까? 만_________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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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자가 지금까지 입원/ 입소/ 수용된 횟수는 몇 회 입니까? ________회

10. 환자가 지금까지 입원/ 입소/ 수용된 기간을 모두 합치면 어느 정도의 기간 입

니까?

_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11. 환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정신보건센타 ② 낮병원(치료 프로그램) ③ 사회복귀시설

④ 기타 __________ ⑤ 없음

※ 다음은 귀하 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 문입니다 .

1.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배우자 ④ 형제/ 자매

⑤ 자녀 ⑥ 기타 ____________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____세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4.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초졸(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⑤ 중퇴/ 퇴학_____________ ⑥ 교육경험이 없음 ⑦ 기타_______________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십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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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 가정의 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① 5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⑤ 200만원 이상

7. 귀하의 총 가족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______명

8.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혹은 이혼 ④ 사별

9.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에(예: 가족모임, 가족교육, 가족상

담등)에 참여한 적이 몇 회 있습니까? ___________회

(없을경우는 0회라고 답해주십시오)

10. 환자의 질병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

② 치료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

③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다.

④ 나빠지고 있다.

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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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항들은 가족 중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 구

성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 동 적 · 감정 적 변 화 들입 니 다 .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각 문항에 대해 환자의 병이나 혹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정도를 평가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오

른쪽의 다섯가지 대답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하나 골라

Ⅴ 표시를 하십시오.

문 항
전 혀

없 다

약 간

있 다

웬 만 큼

있다

꽤

심 하 다

아주

심 하다

1.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2. 환자 때문에 가족내 불화가 생기고 말

다툼을 하게 된다.

3. 환자 때문에 집 밖에서 일을 하는데 지

장이 있다.

4. 환자 때문에 내 개인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다.

5. 환자 때문에 이웃과 불화가 생긴다.

6. 환자 때문에 집안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7. 환자 때문에 나도 병이 생겼다.

8. 환자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둡다.

9. 환자 때문에 내 친구관계가 멀어진다.

10. 환자 때문에 가족끼리 놀러가기가 어

렵다.

11. 환자 때문에 집안에서의 생활이 엉망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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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없 다

약 간

있 다

웬 만 큼

있 다 .

꽤

심 하 다

아 주

심 하 다

12. 환자 때문에 가족내 다른 사람들에

게 신경을 덜 쓰게 된다.

13. 날이 갈수록 환자와의 관계가 나빠

진다.

14. 환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것이 꺼려진다.

15. 환자의 행동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16. 집안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17. 환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

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18. 왜 가족중 한 명이 이런 병에 걸렸

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19. 어떤 때는 환자가 밉고 어떤 때는

불쌍하다.

20. 환자의 앞날에 대해 걱정이 된다.

21. 환자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22. 환자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화가 난다.

23. 치료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잘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24. 환자를 보면 짜증이나 화부터 난다.

25. 보면 볼수록 환자가 불쌍하다.

26. 나의 태도가 환자 상태에 나쁜 영

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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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없 다

약 간

있 다

웬 만 큼

있 다 .

꽤

심 하다

아 주

심하 다

27.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지쳤다.

28. 가족중에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사

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불안하다.

29. 환자가 병에 걸린 것에 대해 내 책

임이 크다.

30. 병에 걸리기 전의 환자 상태를 생각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31.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환자를 돌봐줄

것인지 걱정된다.

32. 환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33. 환자 때문에 가족의 중대사 (결혼

등)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된다.

34. 환자가 집 안팎에서 문제되는 행동

을 할까봐 불안하다.

35. 가능하다면 환자 얼굴을 보지 않고

살고 싶다.

36. 가족 중 다른 사람도 환자와 같은

병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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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 dy on fam ily expressed em otion perciev ed by

patients w ith schizophrenia, fam ily burden an d social

adju stm ent in patients .

Park, Su n g W on

Dep t, of N u rsin g

Th e Gradu ate Sch ool

Yon sei Un iver sity

Th e exp ressed em otion (EE) level of th e fam ily h as been em p irically

established as sign ifican tly associated w ith p atient relap se an d w ith hin derin g

social adju stm ent . These fin din gs h ave been fou n d to ap p ly across a w ide

variety of cu ltu ral settin gs an d p sych iatr ic con dition s.

Th is stu dy exp lored th e relation sh ip of exp ressed em otion of the fam ily as

p erceived by the p atient to social adju stm ent in p atients w ith schizop hrenia

an d to fam ily bu rden . The p u rp ose w as to p rovid e basic d ata for the

develop m ent of nu r sin g in tervention s to help p atients w ith schizop hrenia an d

th eir fam ilies.

Th e su bjects for th is stu dy w ere 81 p atien ts w ith schizop hrenia an d their

fam ilies. The p atients w ere bein g treated in a d ay h osp ital, as ou tp atients in a

p sych iatr ic h osp ital, or in a m ental h ealth p rom otin g center . Th e p eriod of d ata

collection w as from October 12, to N ovem ber 4, 2001. The in stru m ents for th is

stu d y w ere a qu estion n aire to gather d em ograp hic d ata, th e Korean Ver 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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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 Level of Exp ressed Em otion Scale develop ed by Bae, H eu n -Seok (2000)

based Cole' s (1986) Level of Exp ressed Em otion Scale, the Social Adju stm ent

Scale revised by H a, Kyu n g-H ee (2000) w hich w as develop ed by Weissm an

(1976) an d a fam ily bu rd en scale develop ed by Kim , Chu l-Kw on (1999).

Th e d ata w ere an alyzed u sin g descrip tive statistics, an d 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 e resu lt of th is stu dy are as follow s.

1) The m ean score for EE w as 11..58 of a p ossible 45, for fam ily bu rd en, 1.2

of a p ossible 5 an d for social adju stm ent, 2.5 of a p ossible 5.

2) There w ere n o significan t correlation for the total EE score w ith eith er

social adju stm ent or fam ily bu rden, bu t the follow in g correlation s w ere

fou n d w ith EE su bscale scores:

There w as significant p ositive correlation betw een lack of su p p ort an d

social-leisu re activities (r= .016, p < .05), role in exten ded fam ily (r= .034,

p < .05), an d role at w ork (r= .035, p < .05).

There w as sign ificant p ositive correlation betw een in tru siveness an d

social-leisu re activities (r= .049, P < .05), role w ith h ou seh old m em ber s (r=

.013, P < .05), an d role at w ork (r= .024, P <.05).

There w as significant p ositive correlation betw een critical com m ents an d

fam ily bu rden (r= .025, P< .05), an d su bjective bu rden (r= .022, P< .05).

Th e resu lts of th is stu d y in d icate th at it is im p ortan t to redu ce fam ily

bu rden an d exp ressed em otion . Fam ily su p p ort as w ell as redu ction of

exp ressed em otion is a p ossible w ay to im p rove the p atient' s social

adju stm ent .

──────────────────────────────────────────────────────────────────────────

Key w ord s: exp ressed em otion , fam ily bu rden , social adju stm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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