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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논문을 시작하며 제 자신에 대

한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이 자

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이끌어주시고, 연구에 대한 많은 

영감을 주신 김선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바

쁘신 와중에도 꼼꼼히 짚어주신 덕분에 논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

자로서의 길에 비전을 제시해주시고, 안주하려했던 저를 채찍질해주신 덕분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말씀과 표정으로 힘내라며 기

운을 북돋아 주시고, 처음이라 어렵기만 했던 면담과정을 도와주신 김수 교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의 안부까지 챙겨주시며 친근하고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신 이주희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논문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덕분에 저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

었습니다. 안석균 교수님, 석사과정부터 지금까지 흔쾌히 심사를 맡아주시고, 언제나 

신선한 시각으로 논문을 살펴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경아 교수님. 먼곳에서 항상 걱정해주시고, 초보 학자로서 보잘것 없는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연구과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해주시고, 마

지막까지 같이 고민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대로 

저도 후배 학자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께 지면

으로 다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같은 길을 걸으며, 울고 웃으며 함께 해준 동기들에게

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것이 참 많은, 헤매고 있는 언니에

게 따끔한 충고와 동시에 많은걸 아낌없이 가르쳐준 박지영 선생님, 앞으로 계속 같

이 할 인연이기에 조금씩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학업과 세 아이 육아, 직장까지 병행

하며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한은경 선생님, 선생님의 삶의 대한 열정과 자세를 배우

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뇌하던 어느 날, 힘내라며 간식을 챙겨주었던 김윤경 선생님께

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박사과정을 함께 하며 만난 동기들이 언제 어디서든 뜻

한 바를 이루며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없던 시절에 만나 먼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나의 친구들, 이정은 박사님과 김영만 조교



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논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성수 선생님과 이 자리에서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논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

의 열정에, 간호사로서의 저를 반성하였고, 그들의 헌신에 누가 되지 않는 논문을 완

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딸의 발전을 위해 

살림과 육아를 맡아주시며 기꺼이 희생해주신 엄마, 엄마 덕분에 육아와 병행한 논문

과정이 힘들지 않고 행복했다고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엄마를 

뺏기시고 외로운 생활을 마다하지 않으신 아빠, 두 분에게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떼어놓고 나가는 엄마를 울지 않고 보내준 우리 딸, 유진이에게 앞으로 멋

진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 공부하는 아내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딸에게 아빠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고맙습니

다. 미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어머니와 묵묵히 지지해주시는 현호네, 지연이네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은 간호사였던 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으로 정신장애인의 힘듦을 덜어줄 수 있는 사

람이 되고자 어느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8월. 백수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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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 개발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회복중심 정신간호

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중심 실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실무에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hwartz-Barcott & Kim (2000)의 혼종 모형 방법을 통해 문헌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

에서의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의 정의와 속성을 도출하였고, 경험적 지표를 제시하

였다.

이론적 분석단계에서는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대

한 작업적 정의를 내렸다. 현장작업 단계에서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심층면담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과 현장노트를 반영하여 회복중심 정신간

호의 속성 및 정의를 도출하였다.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문헌에서 분석한 이론적 결

과와 현장에서의 실증적 결과를 비교, 대조, 통합하였으며, 이로써 회복중심 정신간호

에 대한 최종적 속성과 정의, 경험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분석단계에서는 분야별 연구, 각국의 실무 가이드라인 및 측정도구, 관련 이

론과 실무 모델, 중재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희망과 긍정에 초점, 소비자 중심, 소비자 

주도, 동료와 가족을 포함, 지역사회 통합 촉진, 조직문화와 체계 구축’의 속성을 도출

하였다.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입원기와 지역사회 정신간호 현장의 간호사를 모두 포

함한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인간으로서 바라봄, 기대함,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되찾도

록 북돋음,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동반자가 되어줌, 함께 성장

함, 가치를 공유함’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최종 분석을 통해 회복중심 정신간

호는 ‘소비자를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두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으로, 스스

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아주고, 동료와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며,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로 정의하였다. 또한 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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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계에서의 참여자들의 진술과 가이드라인의 내용, 측정도구의 항목을 통합하여 

각 속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의 개념을 정신간호 현장에 적용하고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서,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간호는 무엇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시

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속성과 정의는 정신간호 현

장의 생생한 모습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회복중심 정신간호는 문헌에서 제시된 

회복중심 실무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신장애를 가진 소비자의 

길고 힘든 회복과정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옆에서 함께 해주려는 것임이 밝혀졌다. 이

는 기존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내용이 간호영역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였

던 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것으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회복중심 정신간호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회

복중심 정신간호에 대한 간호영역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 개발, 혼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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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인들의 증상이나 문제행동 중심의 치료가 한계에 부딪히며, 1990년대부터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증상의 영향을 넘어서는 것으로(Anthony, 1993), 지역사회에서 만족

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Resnick, Fontana, Lehman, &

Rosenheck, 2005), 결과로서의 회복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에 따라 각국의 정신 보건 서비스와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

는 자기 주도, 다양한 경로, 전인성, 동료 지지, 관계성, 문화, 트라우마 기반, 강점과 

책임, 존중, 희망의 개념을 포함한다(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12).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다

양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의사 결정을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Borg &

Kristiansen, 2004; Topor, Borg, Mezzina, Sells, Marin, & Davidson, 2006). 특히 간호

사는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 간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생활훈련, 작업훈련 및 개인,

가족, 집단치료를 수행하고,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그들이 회복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있어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Bonney &

Stickley, 2008). 따라서 간호사들이 ’증상의 소실‘이나 ’약물 순응도‘를 회복의 지표로 

삼는 기존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회복중심 간호를 수행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생활방식,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으며(Department of

Health, 2006; Gale, & Marshall-Lucette, 2012 재인용), 삶의 질 향상, 희망의 증진을 

통해(Cook et al., 2011),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다(Ramon, Healy, & Renouf, 2007).

최근 국내에서도 ‘회복’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회복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조사하고(김희정, 김경희, 2002; 심경순, 송순인, 2009; 김선아, 금란, 김현례, 김성

은, 2010; 하준선, 윤숙자, 변은경, 2010), 회복중심 간호개념에 따른 클럽하우스의 서



- 2 -

비스 현황(여기동, 2013)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회복중심 정신간호

를 실무에서 실천하고자 시도된 연구는 없다.

반면 국외에서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실천을 정신 보건 영역의 최우선과제

로 선정하고(SAMHSA, 2010),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내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한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가 무엇인가에 관한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없어, 연구 주체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며, 이는 실무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켜 실무 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이 지

적되고 있다(Kidd, et al., 2011). 뿐만 아니라 정신간호 영역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수행되고 있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관한 연구(McLoughlin & Fitzpatrick,

2008; Gale & Marshall-Lucette, 2012; Knutson, Newberry, & Schaper, 2013;

McLoughlin, Du Wick, Collazzi, & Puntil, 2013; Cleary, Horsfall, O'Hara-Aarons, &

Hunt, 2013; Hungerford & Fox, 2014; McKenna, Furness, Dhital, & Ireland, 2014;

Raeburn, Schmied, Hungerford & Cleary, 2014; Kidd, Kenny & McKinstry; 2015)는 

의학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실무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회복

중심 정신간호의 발전을 위한 개념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Moller &

McLoughlin, 2013).

현재 국내 대부분의 정신간호 현장은 의학적 모델에 기반을 둔 증상 및 약물치료와 

관련된 간호와 재활모형에 근거를 둔 기능향상을 위한 간호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국내의 정신간호 실무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또한 입원 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McLoughlin, Du Wick, Collazzi, & Puntil, 2013),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에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개념을 개

발하는데 있어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혼종모형의 방법을 통해 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정신간호 실무 

현장에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현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정의와 속성, 경험적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복중심 정신간

호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지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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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후 회복중심 정신간호 측정도구 개발의 토대가 되어, 현재의 회복중심 정신 보

건 실무 측정도구가 간호에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 간호영역의 연구에 있어 제한이 있

는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중심 정신간호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회복중심 정

신간호’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고 정의를 규명하고자 하며,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의 

경험적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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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문헌고찰에서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영향요인과 결과, 역량에 관한 연구동

향과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영향요인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에 있어 방해요인은 개념적, 철학적, 태도적, 실질적 

문제에 걸쳐있다(Piat & Lal, 2012). 개념적인 측면에서 회복은 애매모호한 용어이며,

이해되는 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Lal, 2010; Piat et al., 2009). 철학적 측면에서는 

질병, 진단, 불능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의학적 모델과 회복 모델 사이에 차이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Davidson & Roe, 2007). 또한 태도적 측면에서 회복은 ‘난해한 넌센

스’, ‘쉽게 잡히지 않는’, ‘근거 부족’으로 언급되기도 한다(O'Hagan, 2004). 실질적 문

제에 있어서, 일부 제공자들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가 기존의 실무와 비교하여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포함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미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Davidson, O'Connell, Tondora, Styron, & Kangas,

2006).

조직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의 12개 정신 보건 부서의 제공

자와 정책가를 대상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수준의 예측인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혁신지향적 조직문화를 가질수록, 만족스러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질수록, 정신 보건 관련 예산이 많을수록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

무수행의 정도가 높았다(Brown, Mahoney, Adams, Felton & Pareja, 20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촉진요

인과 장애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있었는데, Whitley, Gingerich, Lutz & Mueser (2009)

는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12곳에서 회복 기반의 중재(Illness management

and recovery program)를 적용하는데 있어 리더십, 개혁적인 조직문화, 팀 구성원의 

태도, 훈련과 지속적인 지지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Gilburt, Slade,

Bird, Oduola & Craig (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요인으로서 부족한 훈련과 자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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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계구조를 언급하며, 조직적 위계구조로 인해 개인을 이미 회복되었다거나, 아직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분류함으로써, 회복이 지지가 가장 필요한 개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번역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이 회복하는데 시간을 규정

하고 있는 조직은 회복중심 서비스가 기관의 재정적 상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회복이 내용은 없는 개념으로서만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우

려하였다(Roberts & Hollins, 2007). 또한 호주의 입원세팅에서 일하는 21명의 간호사

를 대상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

(Cleary, Horsfall, O'Hana-Aarons, & Hunt, 2013), 간호사들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장애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하며, 이는 인력부족, 부족한 침상수에 의한 빠른 입퇴원 

체계, 병원과 지역사회간 불충분한 협조체계를 말하는 것이었다.

캐나다의 68명의 제공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회복중심 서비스 개

혁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연구한 결과(Piat & Lal, 2012), 제공자들은 회복중심 서비스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복중심 서비스 개혁에 

대해 회의론을 가지고 있으며, 회복 의미에 관한 개념적 불확실성과 불일치성, 조직적 

지지와 리더십의 부족, 특정 상황에 있는 특정한 소비자에게만 가능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내용,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의 방해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Le Boutillier 등(2015)이 영국에서 65명의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과 

개별 면담을 통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을 확인하고 근거 이론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제공자들은 다양한 우선순위에 의해 

충돌하는 요구들과 직면하면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

었다(core category: competing priorities). 제공자들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관

해 그들 각자의 개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sub-category: staff role perception),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는 시스템의 우선순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sub-category: business priorities), 제공자의 근무환경과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

정되고 있었다(sub-category: health process priorities). 제공자의 역할 인식은 어떻게 

제공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지와 어떻게 제공자들이 업무를 우선순위화 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제공자들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좌절감을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지지할 능력을 확인하고, 법적인 요구와 소비자들의 우

선순위를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회복중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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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실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재정적 우선순위는 임상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돈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소비자의 개인화된 결과나 돌봄의 경험이 

아닌, 전형적으로 이미 정의된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었다(Department of health,

2012). 보건 과정의 우선순위는 보건당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 예를 들어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성공적인 회복이란 퇴원, 입원률 감소, 임상적 결

과의 향상, 직업 복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Slade et al., 2014). 결과적으로 제공자들은 

전체적인 보건 시스템에 걸쳐 회복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공유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영향요인으로는 조직문화,

리더십, 기관의 재정상태, 제공자 훈련/지지 여부, 인력부족, 보건당국의 정책 등이 조

직적 측면으로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회복 개념의 불확실성과 제공자의 부정적 인

식, 낙인과 사회적 배제 등도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회복중

심 정신 보건 실무는 제공자의 지식, 태도, 인식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의 문화나 

체계과 같은 조직적 요인, 보건당국의 정책이나 낙인 인식과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환경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결과 

회복을 지지하는 정책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효과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기

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Slade & Hayward, 2007), 이에 따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결과와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210명의 제공자를 대상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한 전후 소비자 142명의 회복 과정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Wilrycx, Croon, Broek

& Nieuwenhuizen, 2015), 회복 과정을 사정하는 도구 MHRM[The Mental Health

Recovery Measure]의 하위영역인 ‘임파워먼트’ 영역과 ‘배움과 새로운 잠재력’ 영역에

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제공

자가 소비자를 강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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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이 임상적 결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캐나다의 67개 Assertive Community Team

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Kidd et al., 2011), 팀리더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의 

정도와 소비자의 입원일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28, p<.05), 1년 후 소비자의 

고용상태와 소비자가 지각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의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7, p<.01). 또한 미국 워싱턴주의 소비자 63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

비자가 지각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수행의 정도와 주립 정신병원 입원일수, 위기 

안정 병동 입원일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Cuddeback et al., 2013).

더불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는 제공자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

다. 급성기 병동의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한 제공자와 

그렇지 않은 제공자를 비교한 결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한 그룹은 대조

군에 비해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Rabenschlag,

Konrad, Rueegg & Jaeger, 2014).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사례관

리자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Kraus & Stein 2013),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수행의 정도가 높을수록 감정적 소진과 몰개인화는 적게 느끼며, 직업적 성취감과 만

족도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sborn & Stein (2015)의 연구에서는 제공자가 소비

자와 일하는 동맹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서비스의 직접성이 크다고 인식할수

록 기관의 회복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의 성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고, 소비자와의 

동맹 수준이 직업 만족도 변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였다.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하면서 태도와 실무에 있어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Dalum, Pedersen, Cunningham, & Eplov, 2015), 16명의 제공자들은 ‘희망적 태도’,

‘소비자와의 대화에서의 새로운 초점’, ‘소비자 중심의 역할’이라는 변화를 언급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수행은 소비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측면에서의 결과는 

연구에서 사용된 결과 측정 도구의 일부 영역, 결과 변수 중 일부 변수만이 회복중심 

실무의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적이다. 이

는 측정도구의 내용이나 결과 지표로 선택된 변수가 소비자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였거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측정하는 도구가 그 정도를 제대로 측정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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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

(1) 역량에 관한 가이드라인

Ohio Department of Mental health (1999)는 ‘The recovery process model and

emerging best practices’를 개발하고 소비자, 임상가, 지역사회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에 관해 기술하였다. 역할과 책임을 이차원의 매트릭스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회복의 

9가지 구성요소(임상적 돌봄, 동료 지지와 관계형성, 가족 지지, 직업/의미있는 활동,

권위와 조절, 지역사회 참여, 자원에의 접근, 교육)와 회복의 4 단계

(dependent/unaware, dependent/aware, independent/aware, interdependent/

aware)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

으며, 이를 정신보건 분야에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을 기술한 첫 번째 모델

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보건 당국에서는 ‘Recovery competencies for New Zealand mental

health workers’를 출판하였다. 이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회복 틀을 통합하려고 하였고,

뉴질랜드의 현실을 반영한 회복중심 역량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문헌 고찰, 교육 내

용의 분석, 소비자 대상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역량을 개발하였고, 10개의 주

요 역량과 3-5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량의 목록들은 일반적이고 광범

위한 틀로서 뉴질랜드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O'Hagan, 2001).

10개의 주요 역량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와 국제적 맥락에서 회복의 원칙과 경험을 

이해하기, 소비자가 지닌 자원이 충분함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정신장애/치료/서비스

/회복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존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자기 인식을 가지기, 소비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

극적으로 보호하기, 차별/사회적 배제와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이해하기, 뉴질랜드의 다른 문화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기,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비

자가 그것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소비자 운동에 대해 알고 그들의 참여

를 지지하기, 가족의 관점을 알고 그들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기이다.

‘The ten essential shared capabilities: A framework for the whole of the mental

health workforce (Department of Health, 2004)’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기,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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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중, 윤리적 수행, 불평등에의 도전, 회복의 증진, 소비자의 요구와 강점 확인, 소

비자 중심의 돌봄 제공, 차이를 만들기(최선의, 근거중심의, 가치기반의 중재를 제공함

으로써), 안전과 긍정적 위험 감수를 촉진, 개인적 발전과 배움을 제공자의 10가지 필

수적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개발된 역량 틀을 살펴보면, Schnkel & Dorre (2006)이 

예비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맥락에 맞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들을 문헌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NHS Education for Scotland에서 일련

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권리 기반의 회복중심 수행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Realising

recovery: A national framework for learning and training in recovery focused

practice (NHS Education for Scotland: NES/Scotish Recovery Network: SRN, 2007)’

에는 25개의 지식목록, 22개의 기술목록, 20개의 가치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코틀

랜드의 역량 틀은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와 연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회복중심 정

신 보건 실무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The 10 essential shared capabiliti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Learning materials

(NES, 2007)'은 ‘The ten essential shared capabilities: A framework for the whole of

the mental health workforce (2004)’의 개정판이다. 모듈 1에는 2004년에 제시했던 10

개의 핵심 역량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후에는 가치 기반의 수행, 소비자와 가족을 포

함하기, 동등성과 다양성: 다름을 존중하기, 사회적으로 포함되는 수행을 개발하기의 

주제에 대해 제공자 대상의 학습 모듈을 제공한다.

‘Realising recovery: Learning materials (NES, 2008)'은 'The 10 essential shared

capabiliti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Learning materials (NES, 2007)’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회복을 이해하기, 회복중심 수행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기, 자

기 주도를 가능하게 하기, 소비자 중심의 지지를 제공하기, 위험과 위험 감수에 대

한 책임을 공유하기, 지역사회와 연계하기의 주제로 제공자 대상의 학습 모듈을 제

공한다.

(2) 역량에 관한 연구결과 

Young, Forquer, Tran, Starzynski와 Shatkin (2000)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역량을 확인하였는데, 이 역량의 목록들은 정신보건 전문가의 일반적인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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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

뷰, 패널토의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개인화된, 전인적인, 사람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

고 있다. 또한 임파워먼트 조성하기, 낙인 줄이기, 가족을 참여시키기, 소비자를 

‘bio-psycho-social‘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자원에 접근하기, 협력적 관계 구축하기를 

포함하고 있다.

'Towards recovery competencies in Scotland: The views of key stakeholder

groups (Schinkel & Dorrer, 2009)'은 소비자와 가족, 제공자로 구성된 총 66명 8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역량을 추출하였다. 경청, 대인관계의 질, 변화에 대한 믿

음과 격려, 개인에 초점두기, 공감, 질환/중재/자원에 대한 지식, 강점을 이끌어내기,

삶의 경험, 비판단적 태도, 유머 감각을 역량으로 보았다.

Lakeman (2010)은 경험에 의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델파이 조사법을 

이용하여 103개의 역량 진술문 가운데 중요성을 순위화하여 상위 10개(순위 중복으로 

인해 총 18개)의 역량을 추출하였다. 주로 NHS Education for Scotland and Scottish

Recovery Network (2007)의 ‘Realising recovery: A national framework for learning

and training in recovery focused practice’의 역량목록과 O'Hagan (2001)의 

‘Recovery competencies for New Zealand mental health workers’의 역량목록이 포함

되었다.

Williams & Tufford (2012)의 연구에서는 4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

터뷰를 통해 역량을 추출하였다. 태도의 측면에서는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질병과 치

료를 넘어선 개방성, 시간과 시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우선시하기, 희망과 높은 

기대를 견지하기, 존중, 질병을 넘어선 소비자의 삶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추출되었

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질환과 치료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었다. 기술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관심을 전달하기, 존중을 전달

하기, 질병/치료/서비스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바람직하다면 가족을 포함하고 지

지하기, 질병외의 이슈에 관한 대화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기, 희망/격려/신뢰를 불어넣기, 팀워크/조정/협력, 조직적 차원

에서 소비자와의 충분한 시간을 촉진하기, 제공자에게로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협력적

/전문직간 수행/돌봄의 지속성을 촉진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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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성기 현장의 실무자를 위한 역량

급성기 현장을 대상으로 한 역량 틀은  NHS Education for Scotland (2010)가 개발

한 ‘급성기 정신 보건 실무의 역량 틀(A capability framework for working in acute

mental health care)’와 Chen, Krupa, Lysaght, McCay와 Piat (2013)가 개발한 ‘입원기 

정신 보건 실무 제공자를 위한 회복 지지의 틀(The recovery enabling framework for

in-patient providers)’이 있다.

NHS Education for Scotland (2010)가 개발한 ‘급성기 정신 보건 실무의 역량 틀’은 

급성기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세팅과 병원 세팅에서 위기 관리나 집중 가정 간호와 같이 급성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가치, 기술, 지식을 기술한 것으로 (1) 권리, 가치와 

회복중심 수행, (2) 급성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지지, (3) 급성기 돌봄에서 차이를 만

들기, (4) 긍정적인 위험 감수를 공유하기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회복중

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과 비교해볼 때, 이 틀은 소비자의 권리, 회복, 관계와 환경의 

관점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Chen, Krupa, Lysaght, McCay와 Piat (2013)가 개발한 ‘입원기 정신 보건 실무 제

공자를 위한 회복 지지의 틀’은 문헌고찰과 인터뷰를 통해 ‘긴장-수행-결과 모델

(tension-practice-consequence model)’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8개의 핵심 역량과 

그에 따른 4-10개의 하위 역량을 개발한 것으로, 입원환경에서 소비자의 회복을 지지

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1단계는 ‘긴장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를 참여시키기’이다. 여기에서 ‘긴장’이란 회복

중심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환경적 요인의 긴장, 소비자 요인의 긴장, 제공자 요

인의 긴장으로 나누며 이에 따라 3개의 역량을 포함한다. 첫 번째 역량은 환경적 요

인의 긴장을 낮추는 것으로, 이는 입원환경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역량은 소비자 요인의 긴장을 낮추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건강과 안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역량은 제공자 요인의 긴장을 낮추는 것으로, 변화를 격려하고 자기-반영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지식을 갖추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2단계는 ‘개인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2개의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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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소비자와 함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역량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소비자를 포

함시키는 것으로 이는 병동 질서의 유지와 소비자 선택의 존중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소비자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는 ’회복의 궤적을 조성하기'이다. 이 

단계에는 2개의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역량은 긍정적인 회복의 순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희망, 임파워먼트, 의미있는 삶과 개인적 성장의 긍정적인 연결

고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역량은 회복을 증진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을 증진하고 낙인을 줄이는데 있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4단계

는 ‘이행'의 단계로서, 회복 과정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속한 여덟 번째 

역량은 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나 

자원에 소비자와 가족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이란 전문가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 행동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중심 정신 보

건 실무와 실무 역량은 서로 다른 차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목적

상 역량에 관한 문헌은 따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정확한 구분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추후 실무와 실무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통합

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D.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관한 간호학 연구

McLoughlin & Fitzpatrick (2008)의 연구에서는 Recovery Self Assessment[RSA] 도

구를 수정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RSA-RN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으

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회복중심 수행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RSA-RN 도구는 RSA 도

구와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정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RSA 도구의 ‘이 

기관은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선택을 제공한다’의 항목이 ‘이 기관의 

간호부서는 소비자/프로그램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선택을 제공한다’

로 수정되었다. 연구결과 RSA-RN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였으며, 나이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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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이전에 회복이나 재활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

이 있을수록, 근무하는 기관이 회복중심이라고 생각할수록 회복중심 수행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McLoughlin, Du Wick, Collazzi, & Puntil (2013)은 급성기 병

원세팅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회복중심 수행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는 McLoughlin & Fitzpatrick (2008)의 연구와 유사하였는데, 회복에 관한 공식적인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스스로가 회복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일하는 기

관이 ‘회복중심’이라고 인식할수록 회복중심 수행의 정도가 높았다.

Gale & Marshall-Lucette (2012)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2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회복 모델의 핵심 요소에 관한 20문항에 대해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고, 교육에 회복 

모델의 핵심 개념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8개의 교육과정을 내용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높은 효능감을 보인 항목은 ‘희망의 증진’과 ‘지역사회 활동에 접근을 

돕기’이며 낮은 효능감을 보인 항목은 ‘사회적 통합‘으로서 ’소비자가 직업을 갖도록 

돕기’와 ‘안정적이고 안전한 적응을 돕기’이었으며, ‘소비자가 자기 관리의 방법을 개

발하도록 돕기’ 문항도 낮은 효능감을 보였다. 또한 오직 1개의 교육과정에서만 ‘회복 

모델’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Knutson, Newberry, & Schaper (2013)은 입원기 정신간호사들이 회복에 대해 소비

자를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교육의 내

용은 그들이 개발한 Gundersen Lutheran's Recovery Model을 토대로, 희망, 안전, 지

지와 증상 관리, 임파워먼트, 관계, 대처, 의미의 발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서는 교

육을 받은 전후 소비자의 희망, 대처능력, 우울과 불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McKenna, Furness, Dhital, & Ireland (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

성기 입원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호주의 회복중심 돌봄의 영역을 실무에

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연구하였다. 포커스 그룹에서 

논의된 영역은 2011년 호주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이며, 주로 논의된 영역은 희망

의 문화를 증진하기, 협력적 파트너십과 의미있는 개입, 자율성과 자기 결정을 증진하

기,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권이었다.

McKenna 등(2014)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급성기 입원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호주의 회복중심 돌봄의 영역을 실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포커스 그

룹 면담을 통해 연구하였다.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희망을 증진하기,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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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을 증진하기, 협력적 파트너십과 의미있는 개입, 강점에 초점두기, 전인적인 

개인화된 돌봄,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권이었다.

Raeburn, Schmied, Hungerford & Cleary (2014)는 클럽하우스 모델에 회복이 어떻

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Recovery Promotion Fidelity Scale[RPFS] 도구를 

이용하여 클럽하우스의 기록을 내용분석 하였다. 그 결과, 협력, 참여와 수용, 자기 결

정과 동료 지지, 질 향상, 제공자와 소비자의 발전을 위한 개발이 기록에 반영되어 있

었다.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관한 간호학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

작하였으나, 대부분 간호사의 변화된 역할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였으며, 실무의 수

행정도나 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양적 연구는 부족했다. 이는 McLoughlin &

Fitzpatrick (2008)가 개발한 RSA-RN 도구 역시, RSA 도구에서 주어만 수정한 것으로

서, 측정도구가 간호에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연구동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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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 개발을 위해서 Schwartz-Barcott & Kim (2000)

이 제시한 혼종 모형의 단계에 따라 이론적 단계, 현장 연구 단계, 최종 분석 단계를 

순환적 과정으로 병행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혼종 모형 개념 개발 단계 (Schwartz-Barcott & Kim, 2000)

혼종 모형은 개념의 정의와 측정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관찰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론적 분석단계, 현장연구 단계, 최종 분석 단계의 세 단계로 구성

되며, 간호 관점에서 정련되거나 타당화되지 않은 개념을 간호 개념으로 재구축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Schwartz-Barcott & Kim, 1993; 유명란, 2002 재인용). 또한 혼종 

모형의 장점은 주어진 현장에서 어느 한 개념의 존재, 빈도, 잠재적인 중요성에 관한 

생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며, 짧은 연구시간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그 개념의 중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회복중심 정신간호

에 대한 작업적 정의를 내리고,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정신간호사와의 심층면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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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에 대한 속성과 정의를 규명하였다.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과 정의, 경험적 지표를 서술하였다. 각 단계

별로 진행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연구 진행 절차

1. 이론적 분석단계

회복중심 정신간호라는 개념을 선택한 후,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개념의 의미

와 측정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찾아 서로 연결 짓고 비교, 대조하여 개념의 속

성과 정의를 도출함으로써 작업적 정의를 내렸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간호란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로서,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분

석단계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회복중심 실무/서비스/돌봄(recovery-oriented

practice/service/care)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였다.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의 방향은 ‘회복중심 정신간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념의 

핵심이 되는 필수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개념의 본질이 어떤 의미와 속성으로 명확

하게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는가?’이었다.

문헌검색을 위해 사용한 전자데이터베이스는 PubMed, CINAHL, Google scholar,

KoreaMed 및 RISS이며 검색 주제어로는 ‘정신’, ‘회복’, ‘서비스/돌봄/수행’, ‘mental',

'psychiatric', 'recovery‘, 'recovery-oriented', 'service/care/practice'를 전자데이터베이

스의 특성에 적합한 연산자를 사용하였다. 출판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하고, 출

판년도는 회복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이외에도 참

고문헌 목록 및 인용 목록을 사용한 검색을 시행하였다. 교과서, 단행본과 사전도 검

색에 포함하며 간호학뿐만 아니라 타 학문의 문헌에서도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분석단계에서의 문헌고찰은 현장에서 개념의 심층 분석을 위해 진행하는 질

적 자료 수집을 유용하게 하고 수집되는 질적 자료간의 비교를 진행하는 근거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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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Schwartz-Barcott & Kim, 2000) 현장연구 단계에서도 계속 진행하였다.

2) 문헌 분석

문헌 고찰 결과의 분석은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대한 의미와 측정을 탐색하는 것으

로 진행하였다.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정의와 측정적 속성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

를 찾아 서로 연관을 지어보고 유사한 것, 차이 있는 것을 검토하면서 의미 있는 속

성이 무엇인지 찾았다. 또한 다른 학문 분야에서 다르게 사용된 의미의 동질성과 이

질성도 비교, 분석하며, 나아가 유사개념 및 관련개념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회복중

심 정신간호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3) 작업적 정의 도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과 정의를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된 일치점과 불일치

점을 분석 후 잠정적 작업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2. 현장연구 단계

현장연구 단계에서의 심층면담은 실증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론적 단계에서 시작한 

분석을 확대하고 통합함으로써 개념을 정련하고 확증하기 위해 수행한다. 이론적 단

계에서 분석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1) 현장설정 및 교섭

혼종 모형에서 제시하는 현장 선정의 기준은 연구 현상을 자주 관찰할 수 있고 실

증적 자료수집 방법인 참여관찰이 적절해야 한다(Schwartz-Barcott & Kim, 1993; 유명

란, 2003 재인용). 이론적 단계의 문헌 고찰 결과 회복중심 정신간호는 입원기 정신간

호 현장보다는 지역사회 정신간호 현장에서 더 많이 실천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입원기 정신간호 실무와 지역사회 정신간호 실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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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는 바,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과 지역사회 정신간호 현장을 모두 포함하여 입원

기 정신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지역사회 정신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회복중심 정신간호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확정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참여관찰로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현장이 매우 제한적이므

로 심층면담만으로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2) 사례 선정

심층면담 대상자는 S 정신건강병원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일반직 직원들에

게 회복의 개념에 대해 강의한 경력이 있는 Y 병원 낮병원의 센터장에게 전화 및 이

메일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해 설명 후, 회복에 대한 강의를 최소 1회 이상 들은 간호

사 중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개념에 대해 알고 이를 실무에서 실천하는 간호사를 추천

받는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이후 눈덩이 표집을 통해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병동)과 

지역사회 정신간호 현장(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간호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고, 총 5개 기관의 9명의 간호사가 선정되었다. 다만 풍부

한 실무경험과 견해를 수집하기 위해 실무경험 1년 미만의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구

체적인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

- 회복에 대한 강의를 최소 1회 이상 들은 간호사 중, 회복의 개념에 대해 알고 이

를 실무에서 실천하는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를 이해하고, 1회 이상의 심층면담에 자발적으로 동의

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

- 풍부한 실무경험과 견해를 수집하기 위해 실무경험이 1년 미만인 간호사는 제외

혼종 모형에서 사례 선정에 따른 연구 대상자는 자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고 현상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위하여 8명 이내로 제한하여 3~6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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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적합하다고 보고되었다(Schwartz-Barcott & Kim, 2000).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11명에서 포화되는 경우도 있어(장성옥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8명 내외의 사례 수

를 고려하였으나, 이론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여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

고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추천된 연구 대상자들과 전화 혹은 이메일로 본 연구의 취지, 목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심층면담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 질문을 알려주면서 심층면

담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알려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연구의 목적과 취지, 녹취,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 참여 중단 가능성, 연구 자료는 정해진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

지 않음을 구두로 설명하고 사전에 구두동의를 얻었다. 본격적인 심층면담에서 다시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대상 설명문을 통해 설명한 후 의문이 있을 

때 연락 가능하도록 본 연구자의 연락처가 기입된 연구 참여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며,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일

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면담 후 질문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연구에서 사용되는 것

을 허락받았다.

3) 자료 수집

2016년 1월부터 2016년 5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심층 면담 전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면담 일정에 대한 사전 약속을 하였다. 대상자마다 총 1-2회의 면담을 실시하

였으며,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2시간 내외로,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존중하고 피로

정도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면담 후 면담내용을 분석하면서 다음 면

담 시 필요한 질문내용을 구성하고 수정, 보완하였으며, 면담 종료 시기는 각 대상자

의 면담내용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면담 장소는 

녹음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실무경험에 대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 예를 들면 집, 카폐,

사무실 등을 연구 대상자가 선택하게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반구조화된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

처럼 미리 만들어진 면담지를 사용하지만, 질문하는 방식에서 융통성을 가지며, 참여

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들이 사전에 개발되어 면담에 사



- 20 -

용된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의 질문은 개념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질문을 토대로, 개념의 본질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된 핵심 질문

은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기억해내고 표현하도록 개방적인 질문형

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진술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면담

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된 핵심 질문에 따르는 부가적인 질문을 함께 구성하

였다. 심층 면담에서 사용한 핵심 질문과 부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회복중심 정신간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가 질문> : 경험에 비추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무엇을) 하는 것이 회복중심의 정신간호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가 질문> : 직접 경험하신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중심 정신간호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가 질문> : 직접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중심 정신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부가 질문> :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회복중심 정신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가 질문> :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회복중심 정신간호를 수행하면 환자와 간호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

십니까?

<부가 질문> :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혹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Schatzman과 Strauss (1973)의 기록체계에 따라(Schwartz-Barcott & Kim, 2000) 현

장노트를 작성하고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관찰 기록, 이론적 기록, 방법론적 기록에 

따라 진행하며, 관찰 기록은 연구자가 해석하지 않고 보고 들은 그대로를 기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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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대화에서 나타난 단어, 구문, 문장에 따옴표를 이용하였다. 이론적 기록은 관찰

한 사실의 의미를 연구자가 문헌에서 나타난 정의와 비교, 대조하면서 해석, 추론, 추

측한 것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기록으로서 연구를 진행시키는 동안 생

기는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하며, 면담시 간과한 내용이나 다음 면담을 

위한 질문 및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MP3로 녹음하고, 녹음된 자료를 면담 직

후 문서 파일로 입력하는 형식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후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현장연구와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는 분석과정에서의 결과를 이후 

참여자와의 면담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더 풍부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었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 중 분석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고 원자료에서 자료를 발

췌할 때 누락되는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녹음파일과 

원자료로 다시 돌아가 듣고 읽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자료 분석을 하면서 회

복중심 정신간호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에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의미 있는 

내용 표시의 밑줄 색깔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동류의 의미와 주제를 가지

고 있는 단어와 문구를 그룹화하고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을 추출하여 범주화하였다.

면담 자료분석의 전 과정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한 박사생 2인, 간호학 

교수 3인과 지속적으로 토의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자취를 남기고 자료 분석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분석의 과정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자료에 대한 해석이 합당하고 의미가 있는지 추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과 분석 

결과에 대해 간호학 교수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함께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5) 연구의 진실성

양적 연구의 전통적 개념인 신뢰도와 타당도의 기준을 질적 연구에서는 진실성

(trustworthiness)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적연구에서의 타당도가 실재를 얼

마나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를 의미한다면, 질적연구에서의 타당도는 인간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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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현상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드러내고 체계적으로 해석했는가

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뢰도 역시 양적연구는 연구결과의 반복 가능성

에 주목하는 반면, 질적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로부터 얻어진 결과의 신빙성과 일관성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윤은영, 2015).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연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현장노트를 작성할 때, 면담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과 생각을 함께 기록하였

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선입견이 면담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성찰하였다. 또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

면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경험의 맥락과 의미를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고 자료 해석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료 간 

협의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른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면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집

한 자료를 제시한 후 복수의 연구자에게 토의를 의뢰하는 과정이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된다(정하나, 2015). 따라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와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상의와 조언을 구하였다. 연구설계가 타당한지,

범주화 과정에서 범주들 간에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범주가 원자

료를 잘 대변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며 더욱 진실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6)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S 정신건강병원에서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회복을 

주제로 한 논문작성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준비하여왔다. 이러한 연구자

의 경험을 통해 회복 개념의 실무 적용 필요성과 해외에 비해 국내 정신간호 영역에

서의 회복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

하였으며, 질적 연구 학회 회원으로서 관련 워크숍 및 학회에 참석하여 현장연구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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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분석 단계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Schwartz-Barcott & Kim (2000)이 제시한 두 가지 문제, 즉,

문헌에서 분석한 이론적 결과와 현장에서의 실증적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와 국내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문헌과 현장연구 단계에서의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에 대한 최종적인 속성과 정의를 재정리하고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경험적 지표를 분석하였다. 속성이란 개념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들

의 목록이며, 이러한 속성으로써 개념의 정의를 내리게 된다. 경험적 지표란 개념의 

속성이 실제 현장에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념이 있거나 발생했다는 것을 설

명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구분이나 범주이다. 즉, '이 개념을 측정하거나, 실제 세계에

서 이 개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Walker & Avant, 2004).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장연구 단계로 돌아가 세부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검토하

고 분석하였다.

C.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

행하였다(승인번호 2015-0041-2). 현장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

적,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료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연구

의 참여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

다. 위의 내용을 연구 참여 동의서에 명시하며,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

에게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수집 후 연구 참여 

동의서와 심층면담 기록지(현장노트 및 녹취파일),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는 따로 

보관하였다. 또한 녹취시 대상자 명시를 기호화했으며, 녹취파일과 이를 문서 형식으

로 입력하여 저장한 문서 파일은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외장하드에 따로 보관하였다.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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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녹취 기록에 대한 접근성은 연구자에게만 부여하였다. 또한 녹취 파일을 문서파일

로 입력한 후 출력한 자료는 자료 분석 이외의 시간에는 표식이 없는 봉투에 밀봉하

여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여 관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는 고

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하고,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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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이론적 분석단계

PubMed, CINAHL, Google scholar, KoreaMed 및 RISS 문헌검색 프로그램에서 ‘정

신’, ‘회복’, ‘실무/서비스/돌봄’, ‘mental', ’psychiatric', 'recovery‘, 'recovery oriented',

'practice', 'service, 'care'의 주제어를 이용하였으며, 출판연도는 1980년에서 2016년 5

월(마지막 검색일: 2016. 5. 16)까지로 하였고, 출판언어는 영어와 한국어, 전문을 이용

할 수 있는 자료만을 검색하였다<그림 2>.

PubMed에서는 'recovery OR recovery oriented'를 제목에 포함하고 ‘mental OR

psychiatric'와 ’practice OR service OR care'를 제목과 초록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색

하였으며, CINAHL에서는 'recovery OR recovery oriented'를 제목에 포함하고 

‘mental OR psychiatric'와 ’practice OR service OR care'를 초록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색하였다. Google scholar에서는 'recovery OR recovery oriented', ‘mental OR

psychiatric', ’practice OR service OR care'를 제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검색

하였다.

그 결과, PubMed에서 520건, CINAHL에서 355건, Google scholar에서 260건이 검

색되었다. 그 중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예술치료, 음

악치료 등 특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법의학적 

세팅에서의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경험적 연구가 아닌 의견이나 기사 등도 제외하

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서비스/돌봄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영향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로서, 분야별 연구는 7편과 관련 이론에 관한 연구 2편

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모델과 중재 프로

그램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검색되었고, 이들 연구의 참고문헌 목록을 

통하여 속성을 알 수 있는 연구 5편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이드라인과 도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

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가이드라인과 도구뿐만 아니라 연구에서의 참고문헌 목록을 검

색하였다. 그 결과 31개의 가이드라인과 도구가 추가되었고, 전문을 확인 후 최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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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포함된 가이드라인은 21개, 도구는 12개이다.

KoreaMed에서는 'recovery'와 ‘mental OR psychiatric'의 주제어를 제목, 초록과 키

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색하여 520건이 검색되었으나 모두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논문이 아니었으며, RISS에서는 ‘정신', '회복‘, '실무/서비스/돌봄'의 주제어가 

제목과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검색한 결과, 1건의 검색결과가 나왔

으나, 이 역시 관련 논문이 아니었다. 이에 보다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위해 ’정신‘과  

’회복‘의 주제어가 제목과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다시 검색하였으나,

사’회복‘지로 인식되어 검색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recovery'와 ‘mental OR

psychiatric'이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결과 내 재검색의 방법으로 검

색한 결과, 2532건의 학위논문과 3552건의 국내학술지논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관련 

논문은 대부분 소비자와 제공자의 회복에 대한 의미와 인식에 대한 연구, 회복과 회

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비스의 현황에 관한 연구였으며,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서비스/돌봄의 속성을 탐색한 국내 연구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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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헌 검색과 선정 과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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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연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1) 정신의학

Turton 등(2010)은 회복을 증진하기 위한 돌봄의 요소에 관하여 유럽 10개국의 전

문가 그룹(소비자, 제공자, 돌봄제공자, 옹호자) 447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11개의 영역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정책과 인권(옹호), 사회

적 통합(공식적 지지, 지역사회 연계), 자기 관리와 자율성, 치료적 중재, 관리, 채용,

제공자의 태도, 시설의 환경, 퇴원후 관리, 돌봄제공자의 참여, 신체적 건강관리였다.

Le Boutillier 등(2011)은 6개국 30개의 가이드라인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4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는 시민권의 증진, 조직적인 노력, 개

인이 정의한 회복을 지지하기, 실천적 관계이다. ‘시민권의 증진’에는 소비자 이상으로 

바라보기, 소비자의 권리, 사회적 통합, 의미있는 직업이 포함되었고, ‘조직적인 노력’

에는 회복 비전, 조직적 구조, 질 향상, 돌봄 경로, 인력 계획이 포함되었다. ‘개인이 

정의한 회복을 지지하기’ 영역에는 개별성, 정보에 근거한 선택, 동료 지지, 강점에 초

점두기, 전인적 접근이 포함되었고, ‘실천적 관계’에는 파트너십, 희망의 고취가 포함

되었다.

Le Boutillier 등(2015)은 2011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관

한 제공자의 이해에 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총 22개의 문헌이 고찰되었

으며, 연구결과 제공자의 역할 인식에 대해 임상적 회복, 개인적 회복, 서비스가 정의

한 회복으로 개념화하였다. 연구에서 개인적 회복의 영역은 Le Boutillier 등(2011)의 

연구결과로서 도출된 개념적 기틀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2) 사회복지학

Borg & Kristiansen (200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관

계에 대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15명의 소비자는 희망을 

전달하고, 권한을 공유하며,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의 다양성에 대해 열려있

으며, 역할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제공자에게 가치를 두었다.

3)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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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y, Horsfall, O'Hara-Aarons, & Hunt (2013)는 호주의 입원세팅에서 일하는 21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환경에서의 회복에 대한 관점을 인터뷰하였다.

회복을 돕기 위한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휴머니즘

적 대인관계 간호로 응답을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를 전인적 존재로 보고 

상호작용하기, 치료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잘 대화하기, 상담, 친절하기, 격려와 긍정

적 강화를 제공하기, 경청, 선택을 논의하기, 긍정적/희망적/낙관적이기,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이다. 정신장애/약물/약물부작용에 대한 교육도 강조되었으나, 약물순응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Hungerford & Fox (2014)는 호주의 소비자 9명을 대상으로 회복중심 서비스에 대

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희망에 초점두기,

자기 결정을 지지받기, 개인 고유의 선택을 지지받고, 이러한 선택에 조절권을 가지

기, 선택에 관해 인식하기, 존중받기, 격려받기, 경청되어지기, 돌봄과 연민으로 대해

지기, 동등하게 대해지기, 환기를 허용받기, 융통성있고 개인화된 돌봄, 솔직한 태도를 

지닌 통합성 있는 돌봄, 꿈을 실현하기, 지속적인 역동적 과정’을 회복중심 서비스로 

기술하였다.

Kidd, Kenny & McKinstry (2015)는 6명의 소비자, 4명의 임상가와 1명의 돌봄제공

자를 대상으로 실행연구 방법을 통하여 회복중심 돌봄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가장 중

요한 주제는 ‘나는 나를 경청해주는 서비스를 원한다(I want services to hear me)’로

서, 서비스 개발에 있어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유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내용에 관한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의 연구는 소

비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무의 내용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았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희망과 긍정에 초점, 소비자의 선택, 동등한 파트너십, 제

공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특이할 점은 간호학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

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반면 제공자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

이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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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Turton 등

(2010)

Le Boutillier 등 

(2011, 2015)

Borg &

Kristiansen (2004)

Cleary 등

(2005)

Hungerford &

Fox (2014)

Kidd 등

(2015)

강점에 초점 o

긍정적 강화/격려 o o

긍정적/희망적/낙관적이기 o o o o

인권 중심(옹호) o o

전인적 존재로 보고 상호작용하기 o o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o

신체적 건강관리 증진 o

융통성있고 개별화된 돌봄 o o

경청, 공감(환기를 허용), 존중 o o

솔직한 태도를 지닌 통합성 있는 돌봄 o

파트너십(권한의 공유) o o

동등하게 대하기 o

서비스 개발/질향상에 참여 o o

선택에 관해 인식하고 논의하기 o o o

정보에 근거한 선택 지지 o o

자기 결정 지지 o

자발적 치료

꿈을 실현하도록 지지 o

자기 관리와 자율성 증진 o

정신장애/약물/약물부작용에 대한 교육 o

동료 지지 활용 o

돌봄제공자 지지/참여 o

사회적 포함/통합(지역사회 연계) o o

의미있는 직업 참여 지지 o

소비자의 권리 보호(낙인과 차별) o

표1. 분야별 연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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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Turton 등

(2010)

Le Boutillier 등 

(2011, 2015)

Borg &

Kristiansen (2004)

Cleary 등

(2005)

Hungerford &

Fox (2014)

Kidd 등

(2015)

회복의 비전 공유 o

시설의 환경 o

조직적 구조(인력계획, 관리와 채용) o o

장애물을 논하고 다루기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 o

다학제적 팀 논의

접근성/지속성 증진, 돌봄 경로 o o o

제공자의 태도/돌봄과 연민으로 대하기

/잘 대화하기(상담)/친절하기
o o o

치료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o

역할의 경계 확장(도움의 다양성) o

치료적 중재 o

표1. 분야별 연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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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드라인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Le Boutillier 등(2011)이 6개국 30개의 가이드라인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의 

가이드라인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중 검색시점(2016년 5월)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 웹사이트의 자료와 구할 수 없는 

단행본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Le Boutilli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하였으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와 회복

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은 다른 차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역량

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속성을 탐색하는데 있어 제외하였다.

1) 영국

영국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9개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Le Boutillier 등(2011)의 연구에 포함된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 Modern standards and service models (Department of Health, 1999)’와 

‘High quality care for all: NHS next stage review final report (Department of

Health, 2008)'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복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Supporting recovery in mental health service:

Quality and outcome (Shepherd, Boardman, Rinaldi & Roberts, 2013)‘은 회복중심 

수행의 질과 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논하였기에 회복중심 수행의 측정적 속성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The journey to recovery: The government’s vision for mental health care

(Department of Health, 2001)‘에서는 정신 보건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10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돌봄의 계획과 전달에 있어 소비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하기, 효과적이고 

수용가능하다고 알려진 질 높은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소비자에게 잘 맞추고 비차

별적으로 하기,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하기, 소비자/가족/

제공자/대중의 안전을 증진하기, 독립성을 증진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하기, 모든 제

공자와 기관 사이에 협력하기, 필요한만큼 돌봄의 지속성을 제공하기, 제공자를 지지

하고 임파워하기, 대중/소비자/가족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자살을 감소시키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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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England Guiding Statement on Recovery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 in England, 2005)'는 회복중심의 정신보건 서

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12가지의 원칙을 가이드하고 있다. 소비자의 주도, 의존성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기,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가치를 두기, 전인

적 접근, 통합적 접근(생물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가치 기반 접근을 포함한), 희망을 

강조하고 신뢰적 관계를 구축, 강점과 자산 기반의 접근, 소비자가 원하는 가족과 친

구를 참여시키기, 소비자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서비스, 소비자에 의해 정의된 지역

사회 참여를 원칙으로 삼으며, 마지막으로 희망이 유지되고 의미있는 활동과 영성/문

화/교육적 요구/사회화 요구가 확인되며 목표의 달성이 지지된다면 회복이 촉진될 

것이라고 가이드하고 있다.

‘From values to action: The chief nursing officer’s review of mental health

nursing (Department of Health, 2006)‘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3

개의 주제에 대해 총 17개의 권고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치를 수행에 실현

하기‘로서 회복을 적용하기, 돌봄에 있어 평등을 증진하기, 근거 기반의 돌봄을 제공

하기를 포함한다. 두 번째 주제는 ’소비자의 결과를 향상시키기‘로서 요구를 충족시키

기, 소비자/돌봄제공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전인적 접근과 효과적 위기 관리, 신체

적 웰빙의 향상, 심리적 치료의 제공, 사회적 참여를 증진, 영적 요구의 인식, 약물 사

용의 문제를 가진 소비자의 요구에 반응하기, 입원기 간호를 향상하기를 포함한다. 세 

번째 주제는 ’긍정적, 현대화된 전문직‘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기술을 개발하기, 교육의 

강화, 다학제적 팀과 효과적으로 일하기, 지속적인 직업적 성장의 지지, 채용과 보유

의 향상을 포함한다.

‘Putting recovery at the heart of all we do: What does this mean in practice?

(Devon Partnership NHS Trust, 2008)’는 회복에 관한 가치, 원칙, 수행과 표준을 제

시하고 있다. 이 중 수행부분을 살펴보면, 적극적 경청, 제공자의 목표가 아닌 소비자

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확인하기, 소비자의 강점과 자원을 신뢰하기, 희망을 고취하기 

위한 생생한 경험(lived experience)을 확인하기, 목표의 중요성에 집중하기, 비의학적 

자원을 확인하기, 소비자의 자기 관리를 격려하기, 치료적 중재에 관한 소비자의 기호

를 논의하기, 존중의 태도를 전달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갖기, 희망과 긍정적 기대를 

유지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제공자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질

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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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ways to support recovery: A guide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think Mental Illness, 2009)’는 제공자가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7개의 영역에 대

해 총 10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00가지의 방법을 크게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

다. 동료 지지를 조성하기, 영성과 관계를 격려하기, 조직수준의 변화, 개인의 의미를 

발전시키도록 지지하기, 긍정적 자아를 발전시키도록 지지하기, 희망을 발전시키도록 

지지하기, 소비자가 회복의 목표를 확인하도록 돕기, 자기 관리를 지지하기, 임파워먼

트의 발전을 지지하기, 동기화되도록 지지하기,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약물을 사용하

도록 지지하기, 긍정적 위험 감수를 지지하기, 위기 관리를 지지하기, 회복의 가시적 

결과를 만들기이다.

‘Social inclusion and Recovery strategy (South London and Maudsley NHS

Foundation Trust, 2010-2015)'는 5개의 비전에 따른 12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 

1: 회복은 개인이 정의하고 경험하는 것이므로 서비스가 그 과정을 지지할 수는 있을

지라도 누군가를 회복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목표는 회복중

인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원칙 2: 돌봄 계획은 소비자의 우선순위와 목표에 기반해

야 한다. 서비스는 법적 요구의 한계내에서 그들 고유의 삶에 대한 선택을 지지할 것

이다. 원칙 3: 희망은 회복의 핵심 요소이다. 제공자는 소비자/가족과 일하면서 희망

을 증진할 것이며, 회복은 시간이 걸리고 후퇴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제공자도 적

절한 자원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의 희망을 증진시키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희망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 4: 문화/인종/성적 취향/영성/관계/생활양

식은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서비스는 이러한 요소들에 가치를 두고 적극적으

로 지지할 것이다. 원칙 5: 약물은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회복의 요소이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사회적 중재이다. 서비스는 약물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역량 

있는 심리적, 사회적 중재를 제공할 것이다. 원칙 6: 동료/가족/친구/제공자로부터의 

지지는 회복에 필수적이다. 서비스는 가족과 친구의 필수적인 역할과 전문성을 인지

하고 동료 지지 그룹을 발전시킬 것이다. 원칙 7: 낙인과 차별은 회복을 방해한다. 서

비스는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조직에 협조할 것

이다. 원칙 8: 서비스는 피해야 할 위험(자해나 타해)과 성장/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위험(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사이에 긴장을 인지하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위험과 관련하여 방어적 의사결정을 조성할 것이다. 원칙 9:

서비스는 기록과 언어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수행보다는 회복중심의 임파워먼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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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기관, 정책, 과정,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원칙 10: 정신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역

사회의 일원이며 그들을 이러한 맥락내에서 바라봐야 한다. 원칙 11: 소비자의 역할을 

벗어나 사회적 역할을 갖는 것과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 자아를 발전

시키는데 기여한다. 서비스는 사회적 포함을 증진할 것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활동에 

접근하고, 의미있는 고용과 재정적 안정을 위한 지지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원칙 12:

서비스는 정신 장애에 대해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2) 아일랜드

'A vision for a recovery model in Irish mental health services: Discussion

paper (Mental Health Commission, 2005)'는 회복 기반 정신 보건 서비스의 핵심 

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회복 원칙에 대한 훈련, 개별화된 자기 관리 

계획, 회복에 대한 낙관주의, 회복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동료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소비자의 전문적 지식을 통합한 서비스 개발, 주거/교육/건강/사회적 

서비스의 주류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성, 회복과 정신장애의 경험을 포함하는 복잡

하고 다차원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질적 연구/실행 연구의 강화를 핵심 요소로 기

술하였다.

'A recovery approach within the Irish mental health services: A framework for

development (Mental Health Commission, 2008)'에서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6개의 

주요 기둥으로 리더십, 소비자 중심의 임파워먼트 돌봄, 희망을 북돋아주는 관계, 접

근과 포함, 교육, 연구와 평가를 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기둥에 대한 요소를 제

시하고, 그에 따른 근거, 기준을 제시하였다. 리더십의 요소에는 미션과 비전, 정책과 

프로세스, 소비자 참여, 집단적 책임, 자원이 포함되었다. 소비자 중심의 임파워먼트 

돌봄의 요소에는 개별화된 돌봄과 치료계획, 소비자 참여, 소비자의 목소리와 개인의 

이야기, 소비자 주도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희망을 북돋아주는 관계의 요소에는 

제공자의 태도, 권한, 제공자 지지가 포함되었고, 접근과 포함의 요소로는 낙인, 사

회적 관계망, 교육, 고용, 주거가 포함되었다. 교육의 요소에는 커리큘럼 개발, 커리

큘럼 승인, 제공자와 지역사회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였고, 연구과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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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는 연구의 패러다임, 연구에의 소비자 참여, 평가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서비

스 평가도구로서 Pillars of Recovery Service Audit Tool(PoRSAT)를 개발하여 소개

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Le Boutillier 등(2011)의 연구에 포함된 ‘Achieving the promise_Transforming mental

health care in Americ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ses, 2003)’는 회복

이 중심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Transforming systems of care: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Psychiatrists guidelines for recovery oriented (Sowers, &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Psychiatrists, 2005)'에서는 서비스 체제의 3개의 영역(관리, 치료, 지지)

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조직하였다.

관리영역은 미션과 비전-전략적 계획, 조직적 자원, 훈련-지속적 교육, 지속적인 질 

향상, 결과 사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션과 비전-전략적 계획에서의 지표는 회복과 

회복중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조직적인 노력을 분명히 표현하며, 소

비자가 속한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다. 조직적 자원에서의 지

표는 예산이 조직의 운영에 있어 소비자의 참여를 지지하는 적절한 자원을 보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훈련-지속적 교육에서의 

지표는 비임상적 세팅에서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 과정

이 있어야하며, 회복 원칙에 관한 핵심 역량 표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질 향상에서의 지표는 소비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질 향상 활동에 참여하며, 기관의 

예산이 소비자의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 사정에서의 지표는 회복 

요소에 관한 표준화된 양적 측정의 사용, 결과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소비자 

참여, 서비스와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결과 측정의 과정이 있어야하며, 이러한 결과 

지표는 삶의 질, 회복, 자기 충족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치료영역은 서비스 모음(service arrays), 사전의료지시서, 문화적 역량, 계획의 과정,

중독과 정신보건의 통합, 강압적 치료, 격리와 강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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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표는 소비자/가족/동료 지지의 통합, 질병 관리 교육과 위기 관리 계획이 

정책과 절차를 반영하는 것, 회복 과정을 지지하는 서비스는 자기 관리의 원칙을 포

함하는 것, 회복중심 서비스는 정책과 절차를 반영하고 그러한 서비스 개발을 격려하

는 재정적 구조를 포함하는 것, 소비자와 가족은 자원 배분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결

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전의료지시서에서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사전의료지시서를 얻기 위한 과정이 수립되어 있는 것, 재발의 기간 동안 

사전의료지시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문화적 역량에서의 지표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민족적/인종적 프로필을 가진 제공자와 문화적 역량의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계획의 과정에서의 지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계

획하는데 있어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에 협력적 과정을 발전시키는 것, 손상된 고객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 소비자에게 치료/서비스 선택에 대해 알리고, 서비스 계획 수

립 전 각각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중독과 정신보건의 통합에서의 

지표는 정신보건과 물질남용 프로그램의 통합이 기관의 활동에 반영되는 것, 정신 보

건/신체적 건강/중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통합된 개념으로서 회복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 물질남용장애와 정신장애의 동시발생이 검진 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발

견되는 것, 만약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잘 조정된 

의뢰 절차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다. 강압적 치료에서의 지표는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도 프로그램이나 치료계획에 협조하도록 소비자를 임파워하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

정의된 기간 동안 강압적 치료의 사용에 있어 감소를 보이는 것이다. 격리와 강박에

서의 지표는 불안한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중재를 적용하는 위기 계획의 개

발, 자신 혹은 타인의 안전과 안녕을 명백히 위협하는 개인을 제한하는 것은 개별화

된 계획과 기관의 정책에 의해 가이드되어야 하는 것, 격리나 강박이 요구되는 모든 

사건 후에 보고가 있는 것, 모든 제공자가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 강제적 제한을 대신

하여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어 있는 것이다.

지지영역은 옹호와 상호지지, 접근 촉진 과정, 가족 서비스, 고용과 교육, 주거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옹호와 상호지지에서의 지표는 옹호 기관에 소비자가 참여하도

록 적극적 촉진이 이루어지는 것, 지지그룹과의 연계가 확인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

소비자의 대부분이 동료 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접근 촉진 과정의 지표는 기

관의 기록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접근을 제공하는 연계들을 반영하는 것, 적절한 보험

에 들지 않은 소비자이거나 재정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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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 서비스를 받는데 있

어 시스템적인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분석이 되어있는 것, 소비자들이 선택한 서비스

에 접근하는데 있어 만족을 보고하는 것이다. 가족 지지에서의 지표는 가족 참여가 

기관의 교육적/사회적/옹호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것, 옹호 그룹과의 연계/협력

이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것, 소비자가 원한다면 치료 팀과 계획 과

정에 가족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 가족 정신건강 교육이 가족의 참여하에 제공되는 

것이다. 고용과 교육에서의 지표는 고용과 훈련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지지가 개발되

어 있는 것, 소비자가 그들의 직업적 선택과 구직에 지지와 도움을 경험하는 것, 직업

적 상담과 지지가 회복 과정의 다른 측면과 통합되어 있는 것, 개별적 취업알선과 지

지가 직업적 재활의 두드러진 접근법인 것이다. 주거에서의 지표는 소비자가 이용가

능한 주거 선택에 만족을 표현하는 것, 소비자가 그들의 주거 선호도가 존중되었고 

최대한 제공되었다고 느끼는 것, 최대한으로 다양한 주거 선택을 포함하고 있는 것,

모든 주거 선택이 독립성/ 선택/진전을 지지하는 것이다.

‘Practice guidelines for recovery-oriented behavioral health care (Connecticu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s, 2006)'에서는 참여를 우선시

하기, 접근과 개입을 촉진하기,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강점 기반의 사정을 적용

하기, 개별화된 회복 계획을 제공하기, 회복의 가이드로서 역할하기, 지역사회를 매핑

하고 개발하며 포함시키기, 회복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다루기를 실무 영역으로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회복중심 돌봄에 대한 용어정의로서, 소비자 고

유의 회복 여정을 지지하는데 있어 실무자가 제공하는 치료와 재활이라고 하였다.

‘Practice guidelines for recovery-oriented care for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conditions (CDMHAS, 2008, 2nd edition)'에서는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6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 소비

자와 가족 주도의, (2) 시기적절하고 반응적으로, (3) 사람 중심의, (4) 효과적으로/공

정하게/효율적으로,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6) 자연적인 지지자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Guiding principles and elements of recovery-oriented systems of care: What

do we know from the research? (SAMHSA, 2009)'는 약물 남용의 문제와 장애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 회복중심 돌봄 시스템의 개념적 기틀, 돌봄 시스템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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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원칙, 회복의 원칙, 돌봄 시스템의 요소, 회복중심 돌봄 시스템과 서비스의 적용에 

관한 문헌고찰의 결과이다. 이 중 실무에 관한 측정적 속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 중심의; 가족과 다른 지지체계를 포함한; 생애에 걸친 개별화

된 포괄적 서비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시스템; 돌봄의 지속성; 파트너십-상담가 관

계; 강점 기반의; 문화에 반응적인; 개인의 믿음체계에 반응적인; 동료 지지 서비스;

개인과 그의 가족의 회복 경험과 목소리를 포함; 통합된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교육과 훈련;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활동; 연구 기반의;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재정

을 회복중심 돌봄 시스템과 서비스의 17가지 요소라고 하였다.

‘Recovery for ME-Mental Health Services: Practice guidelines for

recovery-oriented care (Main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1)

‘는 CDMHAS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개발된 것이다. 소비자 주도의; 자연적인 지

지와 세팅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시기 적절하고 반응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회복중심 돌봄이라는 5가지의 실무 가이드라인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역별 세부 항목을 가이

드하고 있다. 소비자 주도의 회복중심 돌봄 영역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이고 의미있

는 참여, 시스템/기관 차원의 노력, 정보에의 접근/정보가 제공된 돌봄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지지와 세팅을 극대화하는 회복중심 돌봄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참

여와 시민권, 지역사회 협력과 개발을 포함하였다. 소비자 중심의 회복중심 돌봄 영역

에서는 협력적이고 소비자를 포함하는 돌봄 계획, 강점 기반의 소비자를 임파워하는 

계획, 관계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 포함되었다. 시기 적절하고 반응적이며 신

뢰할 수 있는 회복중심 돌봄 영역에서는 건강증진과 조기 중재를 강조, 참여를 촉진,

융통성있는 선택 모음들, 자율성과 신체적 통합의 존중, 트라우마 중심을 포함하였다.

효과적이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회복중심 돌봄 영역에서는 독특한 요구와 선호에 초점

을 둔 돌봄, 문화적/언어적 역량, 훈련과 모니터링을 통한 질 확보를 포함하였다.

'Practice guidelines for recovery and resilience oriented treatment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 2014)'는 10개의 핵심 가

치와 4개의 서비스 영역, 7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10개의 핵심 가치로는 희망을 증

진하는 강점 기반의 접근, 지역사회에의 포함/파트너십과 협력, 소비자와 가족 주도의 

접근, 가족의 포함과 리더십, 동료 문화/지지와 리더십, 소비자 우선의(문화적으로 역

량있는) 접근, 트라우마 기반의 접근, 돌봄을 향한 전인적 접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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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요구에 대한 돌봄, 파트너십과 투명성이 있다. 4개의 서비스 영역으로는 적극적 활

동과 초기 개입, 검진/사정/서비스 계획과 전달, 지속적 지지와 조기 재중재, 지역사

회 연결과 동원을 제시하였다. 7개의 목표는 통합 서비스의 제공, 강점/회복/극복력

을 증진하는 분위기 조성, 포함하는/협력적 서비스 팀과 과정을 개발, 회복과 극복력

을 증진하는 서비스/훈련/감독을 제공, 장애물을 확인하고 다루는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 경험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성공적 결과를 달성, 평가와 질 향상 프로세스를 통

해 회복과 극복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4) 캐나다

‘Guidelines for recovery oriented practice; Hope, Dignity, Inclusion (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 2015)‘은 호주의 A national framework for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service (Australian Health Ministers‘ Advisory

Council, 2013)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6개 차원에 대한 1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 17개의 가이드라인으로는 희망과 낙관주의의 문화와 언어를 조성하기, 소비자 

우선의 전인적인 회복, 자율성과 자기 결정을 단언하기, 강점과 책임에 초점두기, 협

력적 관계와 반영적 실무를 구축하기, 가족/친구/지역사회의 가치를 인지하기, 사회

적 결정에서 참여와 옹호를 지지하기, 낙인과 차별을 해결하기,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구축하기, 캐나다내 모든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기, 생애에 걸친 요구에 반응하

기, 이민자/난민/소수민족 지역사회의 요구에 반응하기, 성별에 의한 차이와 성적 소

수자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원주민/이누이트/메티스와 일하기, 회복의 비전과 문화,

소비자/가족/제공자/지역사회의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배우며 인정하고 가치두기, 회

복을 증진하는 서비스 파트너십, 인력 개발과 계획을 제시하였다. 각 가이드라인마다 

핵심 원칙을 두고 제공자들의 가치와 태도, 지식, 기술과 행동을 구체화하였으며, 반

영적 질문을 통해 실무와 리더십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5) 호주

호주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로 확인되었으나,

'National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framework (beyondblu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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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안과 우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제외하였으며, ‘Supporting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Albury Wodonga Health, 2013)’은 정책 문서에 해당되어 제

외하였다.

'Framework for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2011)'에서는 희망의 문화를 증진하기, 자율성과 자기 결정을 증

진하기, 협력적 파트너십과 의미있는 개입, 강점에 초점두기, 개별화된 전인적 돌봄,

가족/지지자/의미있는 타인,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권, 다양성에 반응하기, 반영과 배

움을 실무 영역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핵심 원칙, 핵심 역량, 좋은 수행의 예와 좋은 

리더십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대한 용어정의로서, 자기 결정과 개인화된 돌봄의 원칙을 아우르는 접근법을 말하는 

것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는 희망, 사회 포함, 지역사회 참여, 개인의 목표 설

정, 자기 관리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National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framework project:

Discussion paper (Australian Health Ministers‘ Advisory Council, 2012)'에서는 문

헌고찰 결과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요소를 제시하였

다. 그 중 개인 수준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내용은 각 소비자의 강점/요구/기

회를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와 협력적 관계 형성하기, 개인의 특정한 강점/기호/관심/

요구/목표/가치에 반응하기, 소비자가 그들의 웰빙과 회복에 중요하다고 확인한 것들

/사람들/활동/역할에 반응하기, 소비자의 가치/요구/환경/자원에 따라 서비스에 접

근한 소비자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증진하기,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자기 결정과 

자기 관리를 증진하고 격려하기, 소비자와 대화하고 반응하는데 있어 공감을 보이기,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낙인적 태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소비자의 자아존중

감과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를 사용하기, 소비자의 관점/경험에 대한 

이해/도움이 된 조언들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수행

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희망을 증진하는 소비자 중심의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 가족/

친구/동료를 포함하고 반응하는 수행하기, 성별/성적 관심/문화/지역사회에 반응하여 

수행하기, 전문적 훈련/지식/전문성/회복의 자원으로서의 경험을 제공하기이다.

‘The framework for recovery oriented rehabilitation in mental health care

(Mental Health & Substance Abuse Division, 2012)'에서는 회복중심 수행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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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개인의 유일성, 진정한 선택, 태도와 권리, 존엄과 존중, 파트너십과 대화,

회복을 평가하기의 원칙에 따라 회복중심 수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MHCC Recovery oriented language guide (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2013)'는 제공자가 회복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가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희망/존중/고유성을 증진하는 언어와 구시대적 언어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A national framework for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service (Australian

Health Ministers‘ Advisory Council, 2013)'에서는 회복중심 수행의 영역과 그에 따

른 역량들을 제시했다. 희망/긍정의 언어와 문화를 증진하기, 소비자 최우선과 전인

성, 개별화된 회복을 지지하기, 조직적인 노력과 인력 개발, 건강/정신건강/웰빙에 대

한 사회적 결정과 사회적 포함에 행동하기를 5개의 영역으로 정하였다.

6) 뉴질랜드 

‘Destination: Recovery (Mental Health Foundation of New Zealand, 2008)'에서

는 서비스의 핵심 요소에 대해 기술하였다. 새로운 언어, 쉬운 접근, 서비스의 자발적 

이용, 자연적인 위치, 트라우마 기반의 반응, 동등화된 관계, 다양성에 반응하기, 아래

에서 위로의 리더십이 그것이다.

이상의 6개국 21개의 가이드라인을 고찰한 결과, 내용과 범위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가이드라인에 많이 포함된 내용(21개의 가이드라인 중 7개 이상 포함)

은 희망과 긍정에 초점, 강점과 자산 기반, 개별화된 서비스, 전인성, 통합적 서비스,

다양성 존중, 소비자의 결정과 선택, 동등한 파트너십 형성, 가족/친구/동료 참여 촉

진, 가족 지지,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제공자 교육/훈련/모니터링/지원, 접근성과 지속

성 증진이었다. 그리고 제공자의 회복중심의 언어 사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2000

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

그러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2개

에 불과하였으며, 그 정의 역시 ‘소비자 고유의 회복 여정을 지지하는데 있어 실무자

가 제공하는 치료와 재활(Connecticu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s, 2006)’로 모호하였다. 또한 ‘자기 결정과 개인화된 돌봄의 원칙을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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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을 말하는 것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는 희망, 사회 포함, 지역사회 참여,

개인의 목표 설정, 자기 관리를 강조하는 것(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2011)’의 정의는 많은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직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는 

등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포함한 가이드라

인 역시 그 정의에 합치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

다. 이렇게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관한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없어 실무자로 하

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무에의 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바, 합의된 정의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Kidd,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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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Ire US Can AUS NZ

2001

2005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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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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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

2006

2009 2011 2014 2015 2011

2012

2012 2013 20082006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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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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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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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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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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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

M A

C

M H

SAD

M H

CC

M H

FNZ

희망과 긍정/긍정적 기대 o o o o o,v o o o v

희망과 긍정의 언어 v o o o,v o o

강점과 자산 기반 o o o o o o o o

소비자 맞춤, 개인적 차

이(기호) 고려, 개별화
o o o o o o o o o o,v o

트라우마 기반 o o o o

소비자 중심 v v o o o v

통합적(생물,심리,사회적) o o v o o o o

영성 v o o

웰빙(신체적, 정신적) v o o o,v

문화적 맥락 고려/

다양성 존중
o o o o o o o o o o

전인적/생애주기 고려 v o o o o o v

임파워먼트 o v o

소비자 주도 o v v o o

의존성 인식/독립성 증진 o o o

의미있는 참여 v o o o o

자기관리 지지 o o o o

약물복용 지지 o o

자율성과 자기결정/선택 o o o o o o o o

긍정적 위험감수 지지 o o

동등한/협력적 파트너십 o o o o o o o o o

긍정적 자아발전지지 o o o

목표달성 지지 o

소비자의 목표 우선 o o o

가족,친구,동료 참여/지지 o o o o o o v o o o o o

표 2. 가이드라인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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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Ire US Can AUS NZ

2001

2005 2008 2009

2010

-

2015

2005

2005

2006

2009 2011 2014 2015 2011

2012

2012 2013 20082006

v

2008

v

2008

v

201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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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

HE

DP-

NHS

T

RMI

S L a

M-

NHS

FT

M H

C

Sowe

rs,

A A

CP

C D

M H

AS

S A

M H

SA

M a i

ne-

D H

HS

D B

H-

IDS

M H

CC

D H

HS

A H

M A

C

M H

SAD

M H

CC

M H

FNZ

지역사회 참여 증진 v o o o o o

의미있는 활동 지지 o o

시민권 증진 o o o

타인과의 관계 형성 격려 o o v

낙인,차별에 대응/옹호 o v o o o

타기관, 지역사회와 협력 o,v o o o

지역사회 자원 활용/개발 o o o o

지역사회 기반 o o o o

자연적인 지지자원/

비의학적 자원 중시
o v o

위기관리 v o

안전 증진/자살감소 o o o o

의미있는 고용, 재정적 안

정 도모
o o

조직적 노력 o v

리더십 o o

회복의 비전과 문화, 미션 v o o

비차별적, 평등, 투명성 o,v o v o

회복의 가이드로서 역할 o o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관계강화
v o v

반영/반영적 실무 o o

제공자 교육/훈련/지원/

모니터링, 인력개발
o,v o o o o o o v

접근성/지속성 증진 o v o o,v o o o

표 2. 가이드라인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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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Ire US Can AUS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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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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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8

v

201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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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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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HS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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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가시적 결과 만들

기/평가
o v o o o

근거/연구기반 o,v o,v o

표 2. 가이드라인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계속)

DH: Department of Health, NIMHE: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 in England, DP-NHSFT: Devon Partnership NHS

Trust, RMI: Rethink Mental Illness, SLaM-NHSFT: South London and Maudsley NHS Foundation Trust, MHC: Mental Health

Commission, AACP: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Psychiatrists, CDMHAS: Connecticu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s, SAMHS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Maine DHHS: Main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BH-IDS: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

MHCC: 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 D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AHMAC: Australian Health

Ministers‘ Advisory Council, MHSAD: Mental Health & Substance Abuse Division, MHCC: 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MHFNZ: Mental Health Foundation of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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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측정도구에 대해 문헌고찰을 시행한 연구(Burgess, Pirkis,

Coombs, & Rosen, 2011; Williams, et al., 2012)와 미국 메사츄세츠주 정신보건당국에

서 펴낸 Measuring the promise: A compendium of recovery measures_volume

II(Campbell-Orde, Chamberlin, Carpenter, & Leff, 2005), 미국 뉴욕주의 정신보건당

국에서 펴낸 Measuring Recovery: A toolkit for mental health providers in New

York City(Khanam, McDonald, & Neils, 2013)을 바탕으로 측정도구들을 확인하였다.

그 중 서비스 제공자의 회복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한 도구(Recovery Knowledge

Inventory, Recovery Attitude Questionnaire, STaff Attitudes to Recovery Scales)와 

이용이 불가능한 도구(Magellan Recovery Culture Report Card)는 제외하였다<부

록 4>.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내용만

을 담은 도구(Recovery‐Oriented Practice Index[ROPI], Recovery Self Assessment[RSA],

Recovery Interventions Questionnaire[RIQ], Recovery Promoting Relationships

Scale[RPRS], Elements of Recovery Facilitating System[ERFS])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및 문화까지 측정하는 도구 등 다양한 영역의 문

항들로 구성되어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어느 도구를 이용하

여 회복중심 실무의 정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개념적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된 도구(RSA, REE, ROSI, ROPI)가 구성타당

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도구가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도구 역시 내용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의 정도만 제시하고 있었다.

문항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놓은 도구도 있었으나(예. RIQ, Recovery Based Program

Inventory[RBPI], Recovery Enhancing Environment Measure[REE or DREEM], ROPI,

RPRS, RSA, Pillars of Recovery Service Audit Tool[PoRSAT], Recovery Promotion

Fidelity Scale[RPFS], Recovery Culture Progress Report[RCPR])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예. Recovery Oriented Systems Indicators Measure[ROSI], ERFS), 각 도구

마다 구분된 영역의 수준이 달랐다(예. Recovery Oriented Servi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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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P-ROSE]와 ROPI). 측정도구에 많이 포함된 내용(12개의 측정도구 중 4개 이상 

포함)은 강점 중심, 통합적 서비스, 소비자 중심, 개별화, 소비자의 참여와 선택, 자기 

관리, 동료 지지, 지역사회 통합, 제공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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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Q RBPI DREEM ROPI ROSI RPRS RSA
PoR-

SAT
RPFS ERFS RCPR

AACP*

-ROSE

Ellis등 

(2003)

Ragins

(2004)

Ridgway

(2005)

Mancini

등(2005)

Dumont

등(2005)

Russinova

등(2006)

O'connell

등(2005)

Higgins

(2008)

Armstrong

등(2009)

Ridgway

(unpublish
ed)

Ragins

(2009)

AACP

(unknown)

강점에 초점 o o o o o

긍정과 희망 o o o

환영 o o

통합적(기본적 

요구 포함)
o o o o o

웰빙/삶의 질 o o o o

영성 o o

존중 o

소비자 중심 o o o o

다양성의 존중 o o o

감정적 치유 o

전인적 o o

소비자의 기호 

존중
o

개별화 o o o

자기 결정 o o o

사전의료지시

서 활용
o

선택과 책임 o o o o o

정보에 기반한 

선택
o

치료선택의 다

양성
o

긍정적 위험 

감수 
o

소비자 주도 o o

표 3. 측정도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AACP: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Psychiat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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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Q RBPI DREEM ROPI ROSI RPRS RSA
PoR-

SAT
RPFS ERFS RCPR

AACP

ROSE

Ellis 등 

(2003)

Ragins

(2004)

Ridgway

(2005)

Mancini

등(2005)

Dumont

등(2005)

Russinova

등(2006)

O'connell

등(2005)

Higgins

(2008)

Armstrong

등(2009)

Ridgway

(unpublish
ed)

Ragins

(2009)

AACP

(unknown)

기록에의 접

근 용이성
o

자기 의지/

비강압적
o o o

삶의 목표 o

의미있는 삶 o o

소비자 참여/

협력
o o o o o

임파워먼트 o o o o

자기 관리 o o o o o

약물 복용 지

지
o

질병에 대한 

지식/수용
o o

동료 지지 o o o o o

가족의 참여 o

지역사회/

개인적 지지
o o

지역사회 

통합
o o o o

소속감/

관계 강화
o o o

권리와 시민

권 증진
o o o

낙인과 차별

에 도전
o

의미있는 활

동/역할 유지
o o o

표 3. 측정도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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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Q RBPI DREEM ROPI ROSI RPRS RSA
PoR-

SAT
RPFS ERFS RCPR

AACP

ROSE

Ellis 등 

(2003)

Ragins

(2004)

Ridgway

(2005)

Mancini

등(2005)

Dumont

등(2005)

Russinova

등(2006)

O'connell

등(2005)

Higgins

(2008)

Armstrong

등(2009)

Ridgway

(unpublish
ed)

Ragins

(2009)

AACP

(unknown)

조직문화 /오

리엔테이션
o o o

미션과 비전 o

성장 지향 o o

리더십 o o

교육/연구/평

가/질향상
o o

장애물을 다루

기
o

제공자의 의욕 o

제공자의 지식 o o

제공자의 믿음 o

인력 비율 o

기관의 소비자 

고용
o

접근성 o o o

제공자와의 관

계
o o o o o

갈등해결의 방

법
o

표 3. 측정도구에서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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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중심 정신간호 관련 이론

회복중심 정신간호와 관련된 간호학 이론은 중범위 이론 수준의 Tidal model과 

Recovery Alliance Theory가 있다.

1) Tidal Model (조류 모형)

Tidal model (Baker, 2001)은 간호의 주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대상

자는 자신의 세계에 관한 한 세계 제일의 전문가이다. (2)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

원, 환자에게 내재하는 자원, 타인들과의 관계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잠재하는 자원을 

중시하고 활용하라. (3) 대상자의 소망은 돌봄 과정의 핵심을 차지한다. (4) 위기는 무

언가가 필요하다는 자연적인 신호이자 변화의 기회이며, 삶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계기가 된다. (5) 간호의 최종목표는 원대한 것이지만 치유 초기의 목

표는 작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6) 대상자가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결한 중재가 효과적이다. 고도로 복잡하거나 다중적인 중재는 오히려 비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10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목소리에 가치를 두기 (2) 언어를 

존중하기 (3) 순수한 호기심을 발전시키기 (4)초심자가 되기 (5) 사용가능한 도구를 사

용하기 (6) 한걸음 나아가게 하기 (7) 시간의 선물을 주기 (8) 개인의 지혜를 드러내

기 (9) 변화는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기 (10) 투명하게 하기

2) Recovery Alliance Theory (회복 동맹 이론)

Recovery Alliance Theory[RAT] (Shanley & Jubb-Shanley, 2007)는 휴머니즘적 철

학, 회복, 파트너십 관계, 강점에 초점, 임파워먼트, 공통적 인간성(common humanity)

이라는 6개의 구성개념과 이러한 구성개념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책임과 조절, 실

천적 동맹, 적응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책임과 조절은 질병과 진단에 대한 소비자 고

유의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실천적 동맹에서는 매일의 대화, 다양한 맥락과 시

간, 자기 노출, 즉흥적 대화, 전인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적응은 Folkman & Lazarus



- 53 -

의 적응 개념을 차용하여, 환청과 자해 행동 등에 대한 고유의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

는 것이다.

RAT는 실무에 바로 적용될 만큼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Tidal Model

은 간호의 주요 지침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지침과 원칙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어 이해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다. 이론에 주로 포함된 내용은 소비자를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

울이고, 소비자의 요구와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지하며, 그에 대한 소비자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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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al Model RAT

Baker (2001) Shanley 등 (2007)

강점에 초점 o

인간다움을 존중 o

경청 o

소비자의 이야기를 중시(고유의 언어 중시) o

전인적 관점 o

소비자의 요구 기반 o

소비자의 목표 달성 지지(문제 해결 지지) o

소비자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지하기 o

소비자의 자기 확신과 능력 개발 지지 o

소비자와의 파트너십(실천적 동맹) o

소비자의 전문성 존중 o

임파워먼트 o

적응(증상과 행동에 대한 고유의 전략 사용) o

소비자의 책임과 조절(질병에 대한 이해) o

대상자 고유의 자원/네트워크 자원 중시 o

매일의 대화, 즉흥적 대화 o

제공자의 자기 노출 o

투명성 o

작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o

간결한 중재 o

위기를 기회로 인식 o

다양한 맥락과 시간에서 서비스 제공 o

표 4. 회복중심 정신간호 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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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모델 및 중재 프로그램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모델은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Collaborative

Recovery Model, REFOCUS model이 개발되어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중

심 중재 프로그램은 Wellness Recovery Action Planning, Illness Management and

Recovery가 있다.

1)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모델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ACT] (Stein, & Test, 1980)는 ‘Training in

Community Living'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사례관리 모델로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중심, 다학제적 팀접근, 낮

은 사례부담, 시간제한이 없는 24시간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포괄적인 서비스를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형 ACT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ollaborative Recovery Model[CRM] (Oades, et al., 2005)은 개인적 

과정으로서 회복, 협력과 자율의 지지를 원칙으로 한다. 변화를 강화하기, 협력적 요

구 확인, 협력적 목표 달성, 협력적 과제 달성과 모니터링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각각에서 요구되는 제공자의 지식, 기술, 태도를 제시하였다. REFOCUS model (Slade,

et al., 2015)은 회복을 증진하는 관계, 실천적 실무(가치와 치료적 기호를 이해하기,

강점을 사정하기, 목표 달성을 지지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두고 그에 대한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2) 회복중심 중재 프로그램

Wellness Recovery Action Planning[WRAP] (Copeland, 2002)은 희망, 개인적 책임,

교육, 자기 옹호, 지지를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일상의 유지 계획, 유

발요인, 조기 경고 증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위기 계획, 위기 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계획을 작성하며 스스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Illness

Management and Recovery[IMR] (Mueser, et al., 2006)은 정신장애와 치료에 관한 정

신건강교육, 약물 순응과 관련된 인지행동적 접근, 재발 방지 계획, 사회 기술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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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사회적 지지의 강화, 지속적인 증상 관리를 위한 대처 기술 훈련을 기반으로 한

다. 9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회복 전략, 조현병에 관한 실제적 진

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과 치료 전략, 사회적 지지 구축, 약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기, 재발 방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문제와 지속적 증상에 대처하기, 정신 보건 시스

템안에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관한 것이다.

WRAP와 IMR은 회복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로 증상과 질병에 대한 자가 

관리를 강조하는 인지행동적 접근법임을 알 수 있다.

실무 모델과 중재 프로그램에 주로 포함된 내용은 소비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소비자와의 협력과 자기 관리,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관

한 것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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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CRM REFOCUS WRAP IMR

Stein 등

(1980)

Oades 등

(2005)

Slade 등

(2015)

Copeland

(2002)

Mueser 등

(2006)

희망 o

강점 사정 o

소비자 중심 o

포괄적 서비스 o

소비자의 기호 이해하기 o

시스템내에서 요구를 

충족시키기
o

변화를 강화 o

협력적 요구 확인 o

협력적 목표 달성 o o

협력적 과제 달성 및 모

니터링
o

소비자의 책임 o

자기 관리 o o

사회적 지지 o

자기 옹호 o

지역사회 기반 o

24시간 서비스 o

교육 o

제공자와의 관계 o

다학제적 팀 접근 o

표 5.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모델 및 중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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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관련 개념

정신 보건 영역에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와 유사한 개념은 ‘정신 재활’ 혹은 

‘정신사회 재활’과 ‘인간 중심 돌봄’ 등으로 볼 수 있다(Mental Health & Substance

Abuse Division, 2012; Gabrielsson, Savenstedt & Zingmark, 2015).

먼저 재활에 대한 WHO (2011)의 정의는 “장애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있

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고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의 

집합”으로,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ibermann (1988; 이수

희, 2010 재인용)은 정신재활을 지역사회 지지 및 재활운동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정신

재활을 ‘질병의 완치보다는 적절한 교육과 환경적 지지를 통하여 자기 관리 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회복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목표를 둔다’고 하여 삶의 질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Anthony, Cohen, &

Farkas (1990; 이수희, 2010 재인용)는 재활서비스의 초점을 기술의 훈련과 지원에 두

었는데 정신재활모형에서 정신재활이란 ‘오랫동안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

기 능력을 개선하고 그들이 선택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전문적인 개입을 받아 지역사

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지적인 기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Cambell (1989; 이수희, 2010 재인용)의 정신과 사전에 

의하면 재활이란 ’정신과 신체장애의 구별없이 환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그의 능력과 그의 능력 부전에 알맞게 가능한 한 충만된 생활을 하고 최

대의 기능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재훈련과 적응방법의 사용‘을 말

하며 예방, 진단, 치료에 부가되는 제분야로 간주된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

은 재발과 재입원의 방지, 삶의 질 개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의 획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신체장애인의 재활개념에서 빌려온 정신 보건 영역에서의 재

활개념은 손상된 기능, 능력, 역할을 되찾기 위한 훈련,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Deegan (1988)은 정신장애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야 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은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 반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수용을 위해 경직된 가이드라인

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형적인 프로그램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

향이 있어, 소비자는 ‘A’ 지점에 들어가야만 하고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B’



- 59 -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지점에서의 실패는 참여자가 출발 단계로 되돌아

가게 하며, 일부는 실패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취업 

현장 실습에서 실패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규칙과 기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프로

그램에 다시 지원해야한다’고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듯, 정신 보건 영역에서 재활의 

개념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개념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정신 재활에 대한 정의도 변화하고 있었는데, 과거 국제 정신사회 재활 서비

스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에서 ‘정신사

회 재활이란 클라이언트의 강약점을 평가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적의 기능을 하

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정의한 반면(이수희, 2010 재인용), 최근 정신 

재활 협회(Psychiatric Rehabilitation Association)는 ‘정신 재활은 정신적 문제를 진단

받은 개인과 의미있는 삶을 이끄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개인의 회복, 지역사회 

통합, 삶의 질을 증진한다. 정신 재활 서비스는 협력적이고 소비자가 주도하며 개별화

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건강관리의 스펙트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근거를 기

반으로 해야한다. 이것은 개인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활하고 일하고 배우는 것을 만

족시키고 성공시킬 능력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로 정의하여(Psychiatric Rehabilitation Association, 2015), 좀 더 범위가 확장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Gabrielsson, Savenstedt & Zingmark (2015)는 정신과 입원 환경 맥락에서의 ‘인

간 중심 돌봄(Person centred care)’ 개념을 분석한 결과, 관련 개념으로 ‘회복중심 

돌봄’을 들었다. 인간 중심 돌봄이란 소비자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기본 원칙으로 심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고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며 독

립성, 자율성과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과 실천을 말한다(Flesner,

2009; 사공혜, 2016 재인용). 이는 소비자의 간호를 계획하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소

비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기 위해 소비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며 모

든 결정에서 소비자와 그들의 가족을 우선으로 두는 것을 포함한다. 즉, 단순히 소

비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거나 단지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의 

선호도와 가치, 가족관계, 사회적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을 통해 함께 적절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질병에 초점

을 두고 의료진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고정된 일과와 실무에 맞춰지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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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었으나, 인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가 융통성 있고 소비자 개개인

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The Health Foundation, 2014; 사공혜,

2016 재인용). 이상을 살펴봤을 때 인간 중심 돌봄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부

분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7. 비 정신 보건 영역에서의 회복중심 실무

비 정신 보건 영역에서는 주로 뇌졸중 환자, 편마비 환자, 손상을 입은 운동선수 등

을 대상으로 상지 운동 회복, 기능 회복, 연하 기능 회복, 인지 회복, 운동 기능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 프로

그램 및 중재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강화’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Allvin, Berg, Idvall &

Nilsson (2006)은 개념 개발 결과, 수술 후 회복에 대해 정상과 전체성을 되찾는 에너

지가 요구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습관적 기능에 대

한 조절력을 갖는 것으로 달성되며, 그 결과 수술 전 수준의 독립적/의존적 일상생활 

활동과 최고 수준의 심리적 웰빙을 되찾게 된다. 대장암 수술환자를 위한 회복 촉진 

간호중재의 효과 연구(홍세진, 2010)에서는 회복촉진 간호중재에 대해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 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간호사가 시행하는 직간접적인 간호

로 용어 정의하고, 대장암 수술 환자의 수술 후 신체 및 심리 정서적 간호요구를 해

결하여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 후 적응과 관련된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운동, 이완요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재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수술 후 

회복 강화의 의미는 신체적 영역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 영역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역시 사전적 의미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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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론적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1)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속성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단계에서 분야별 연구, 가이드라인, 측정도구, 관련 이론, 실

무 모델 및 중재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속성은 희망과 

긍정에 초점, 소비자 중심, 소비자 주도, 동료와 가족을 포함, 지역사회 통합 촉진, 조

직문화와 체계 구축으로 도출되었다<표 6>.

희망과 긍정의 요소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있어 핵심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South London and Maudsley NHS Foundation Trust, 2010-2015), 제공자 스스로도 

희망적 태도를 견지하며 소비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북돋아주는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희망의 공유를 바탕으로 제공자는 소비자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강화

하게 된다. 소비자 중심의 속성은 회복중심 돌봄의 관련 개념으로 제시한 인간 중심 

돌봄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Gabrielsson, Savenstedt & Zingmark, 2015), 소비

자에 대한 존중과 전인적 관점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소비자 주도의 속성은 회복과정을 포함한 삶의 전반에 관해 소비자의 목표에 기반

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고 주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제공자는 소비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협력한다. 이는 소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기존의 제공자 주도의 서

비스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헌에서는 소비자의 회복에 관

한 가족의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동료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

었으며, 이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역량을 기술한 첫 번째 모

델인 ‘The recovery process model and emerging best practices (Ohio Department of

Mental health, 1999)’에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구성요소로서 언급되기도 하였

다. 지역사회 통합 촉진의 속성은 ‘지역사회에 속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의 과

정’을 회복에 관한 새로운 정의로 볼 때(Resnick, Fontana, Lehman, & Rosenheck,

2005),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지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하여 이를 소비자

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문헌에서는 조직문화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포함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선행요인 혹은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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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실무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었다.

2)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작업적 정의

이론적 분석단계를 통해 나온 속성을 토대로 구성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잠

정적 정의는 희망과 긍정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주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료와 가족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의 통합을 촉

진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조직문화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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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내용

희망과 긍정에 

초점

환영적 태도, 희망의 고취, 소비자의 강점에 초점, 긍정적으로 바

라보기, 희망과 긍정의 언어 사용

소비자 중심

존중, 전인적 서비스, 통합적(기본적 요구의 충족, 웰빙과 삶의 질 

중심)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 다양성의 존중, 트라우마 기반의 

접근, 소비자의 경험(이야기) 중시, 경청, 공감

소비자 주도

책임이 수반된 자율성의 존중, 임파워먼트, 정보에 근거한 소비자

의 선택 중심, 소비자의 의미있는 참여와 동등한 파트너십 촉진,

자기 관리의 지지, 약물/병에 대한 지식과 수용 촉진, 의존성의 부

정적 영향을 인식하기, 소비자의 목표 중심, 긍정적 위험 감수 지

지, 비강압적 방식

동료와 가족을 

포함
동료 역할의 인정과 지지, 가족과 의미있는 타인의 참여 촉진

지역사회

통합 촉진

지역사회 기반, 지역사회에의 참여 촉진, 의미있는 활동과 역할의 

유지를 강화,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확인/연계, 낙인과 차별에 도

전, 소비자 권리 옹호, 위기 관리, 타인과의 관계 형성 지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조직문화와 

체계 구축

미션과 비전 공유, 반영적 실무, 리더십 증진, 다학제적 협력, 질향

상(근거기반, 연구와 평가), 제공자 교육/훈련/개발(제공자의 역량 

강화), 인력구조개선, 장애물을 논하고 다루기, 서비스의 접근성/

지속성 증진, 소비자 고용, 편안하고 개방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

표 6. 이론적 분석단계에서 확인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속성



- 64 -

참여자 나이 경력 최종학력 근무기관 형태 직위
회복 관련 

교육 횟수

1 56 28년 박사 병원 낮병동 부장 수회

2 40 17년 10개월 박사재학 종합병원 병동 일반간호사 1회

3 41 19년 4년대졸 병원 낮병동 책임간호사 수회

4 46 21년 석사 병원 주간센터 팀장 수회

5 46 22년 10개월 4년대졸 종합병원 병동 일반간호사 1회

6 27 5년 11개월
4년제 

학사취득
병원 주간센터 일반간호사 수회

7 48 10년 1개월 박사재학 정신보건센터 상임팀장 수회

8 38 12년 4년대졸 정신보건센터 팀장 12회

9 25 2년 9개월 전문대졸 병원 주간센터 일반간호사 5회

B. 현장연구 단계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고, 총 9명의 간호사가 대상이 되었다. 참여자는 S 정신건강병원의 의사, 간호사, 사

회복지사 및 일반직 직원들에게 회복의 개념에 대해 강의한 경력이 있는 Y 병원 낮병

원의 센터장으로부터 소개받은 2명과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간호사 5명, 연구자가 모

집한 간호사 2명으로 선정되었다.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근무지의 소재지는 서울 

및 경기도였다. 면담 참여 간호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7>와 같다.

표 7.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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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장소는 녹음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실무경험에 대해 누구의 방해

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를 참여

자가 선택하게 하였으며, 참여자 근무지의 사무실 혹은 면담실, 집근처 카페에서 진행

되었다. 면담 횟수 및 소요된 시간은 참여자 1인당 1~2회, 회당 1시간-2시간 15분 정

도였으며, 면담 종료시기는 참여자의 면담 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2.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의 속성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도출한 결과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의미 있는 기술은 

총 151개로 나타났고 반복적 탐독과 분류화를 통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다시 

분류하여 최종 7개의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속성은 인간으로서 바라봄, 기대

함,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되찾도록 북돋음,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

함, 동반자가 되어줌, 함께 성장함, 가치를 공유함이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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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내용

인간으로서 바라봄

․환자로서만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교류함

․증상만이 아닌 전체적인 삶을 고려하여 간호함

․이미 정해진 간호가 아닌 도와줄 부분을 같이 찾아 나감

기대함

․희망을 놓지 않음

․변화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 순간을 포착함

․가능성을 한계짓지 않음

․문제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에 반응함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되찾도록 북돋음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함

․소비자의 행복과 목표를 간호의 목표로 둠

․스스로의 결정을 격려하고 기다림

․장애를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함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동료 지지를 활용하고 관계형성을 도움

․가족을 지지하며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도움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하며, 낯설지않도록  

도움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사가 소통함

․편견과 차별에 한걸음 더 나아가 맞섬

동반자가 되어줌

․계속 지켜봐주고 같이 느끼면서 함께 가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줌

․위기상황에 즉시 도움을 줌

함께 성장함

․틀에서 깨어남

․간호사로서 성찰함

․정신간호사로서 시야를 넓힘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함

가치를 공유함
․같은 곳을 보고 함께 하는 것

․가이드로서 역할 함

표 8. 현장연구 단계에서 확인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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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으로서 바라봄

참여자들은 진단명과 증상만으로 대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온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서로 알아가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한 참여자는 대상자 인생의 한 시점

의 날을 병원에서 급성기에 만났지만, 병동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대상자의 전부가 

아니며, 따라서 병동에 있는 환자로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전체적인 

인생과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대상자를 인간으

로서 바라보고 알게 되면, 이미 정해진 것이 있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해왔던 제공자 

편의적인, 일률적인 간호를 제공하지 않고 고유한 인간으로서 대상자를 존중하여 그 

대상자가 회복하기 위해 도와줄 부분을 같이 찾아나가는 간호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1-1) 환자로서만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교류함

내가 약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일단 인

간이니까, 그러한 접근들을 해야 되죠. 그게 제일 우선이죠. (참여자 1)

환자가 고민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나는 또 어떤 고민을 하고,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환자들이 그렇더라고, 치료자들이 자기 얘기는 안하고 진실

되지 않으면서, 내가(제공자가) 도움을 줄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네 고민이 뭐냐, 병이 

뭐냐’하면서 의견을 얘기하는건 환자들이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난 항상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 경험도 얘기하고 내 

고민도 얘기하고... (중략) 그 환자의 고민, 즐거움, 일상생활, 또 나의 똑같은 얘기. 인

간 대 인간으로 마음을 나누는거지. 간호사와 환자로서 마음을 나누는 부분도 있겠지

만, 대체로 그거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걸 더 많이 한거 같애. (참여자 5)

전체적으로는 정신과 환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인간으로 교류해야되는게 기본인데,

그 환자가 증상이라던지 안 좋은 상태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막말 이런거는 환자니까 

이해하는 면도 가져야되는거지. 어렵긴한데, 부분적으로는 ‘저 환자가 힘들어서 저렇

구나, 많이 참고 견디고는 있는데 오늘은 힘들어 보이는구나’하고 이해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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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아픈 부분이 있는 인간으로 봐야하는거고. (참여자 5)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라. 환자는 아픈 사람을 표현하는 한 명칭일 뿐, 환자=사람

이 아니다. (참여자 8)

1-2) 증상만이 아닌 전체적인 삶을 고려하여 간호함

급성기 환자라고 증상만 치료하고 끝나는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체로 병원들이 증상

만 끝나면 일단 데리고 있다가 보내잖아요? 그냥 집으로. 그 과정에 회복 개념이 없

기 때문에. 가족은 어떻게 되야하나, 이 사람이 원하는게 뭔가 이런거 별로 사정안하

잖아요? 여기서는 팀들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아보고 서로 소통하

고.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개발된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다른 병원에서 안하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고. (참여자 1)

나가서 앞으로 살아야될 삶을 돌아봐서 우리가 접근해줘야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참

여자 1)

밖에 상황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호자가 데려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어느 병원에 외래를 다닐것인지, 어떤 불편함을 겪어야할지 이런 예상이 안되는거잖

아요. 일반 대학병원도 그렇게 퇴원해버리거든요, 한달 넘으면 비용 때문에 빨리 보내

야하니까, 병원은 돈을 벌어야되니까. 그럴 경우, 환자가 나가서 겪어야하는거에 대해

서 아무도 예상 안하잖아요. 그건 회복이 아니라 치료에서 끝이죠. 회복중심은 그게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 대처방법도 알려주고, 보호자에게도 지역의 정신

보건센터가 있다는거, 외래는 어떻게 가야한다는거, 부작용, 약에 대해 알려주고 등등.

그 많은 것들이 생략된다는건 회복중심이 아니죠. 대체로 병원에서, 우리나라의 90퍼

센트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참여자 1)

(회복중심 간호가 아닌거라면) 의학적으로 해결하고 가는거지 뭐... 약조절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클로자핀에서 아빌리파이로 바꿀려고 입원했습니다. 특별히 부작용도 없으

니 퇴원하시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관리만 해주는거지, 부작용이 있나 없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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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으로 보는게 아니라 진단명으로만 보는거지, 주호소로만 보는거지, 그래서 그

것만 해결되면 퇴원. (참여자 2)

병동에서는 회복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병동안에서의 일이 끝이니까. 이분들이 퇴원

을 하고나서 어떻게 지낼지는 크게 관심을 갖거나 케어를 해드리고 그럴 환경이 아니

기 때문에. 그 분들의 퇴원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이 분들

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거, 여기서는 이분들의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시각

을 넓게 가져야되니까. (참여자 9)

1-3) 이미 정해진 간호가 아닌 도와줄 부분을 같이 찾아나감

낮병동에 왔다고해서 처음부터 목표설정을 ‘당신은 이거이거를 하면 좋습니다’라고 구

체화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사례관리자랑 소통을 하고 병원에서 지냈

던 생활, 차트도 읽어보고, 낮병동에서 프로그램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개별적인 접근

이 들어가면서 주기적으로 그 사람의 역동을 파악하고 있어요. (참여자 3)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맞춰서 와야 되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재활

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도와줄 게 있는지 그걸 찾는 작업을 하는거에요. 우리는 

1,2,3,4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오면 등록받아서 ‘이거중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없으면 뭔가 만들어서라도... (참여자 4)

환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거지. 알게 되면 환자가 나빠질 때, 불

안정할 때 원인을 알 수 있는거니까, 다음에는 이걸 안 느끼려면, 적게 느끼려면 어떻

게 해야되는가를 고민을 하다보면 개별화된 접근을 하게 되는거지. (참여자 5)

2) 기대함

참여자들은 소비자가 회복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특히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은 소비자의 반복적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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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급성기의 증상만을 경험하며, 소비자가 퇴원 후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

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희망을 놓아버리고 체념하기 쉽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희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도 공유하여, 소비자와 

가족, 간호사 모두가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

복에 대한 희망, 소비자에 대한 희망은 소비자의 가능성을 ‘환자니까’라고 한계짓는 

것에서 깨어나게 하며, 소비자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여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소비자를 문제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2-1) 희망을 놓지 않음

어렵지만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하는거에요. 다 포기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

는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2달 내내 안 좋아지는데, 언제 좋아지겠어?’ 물론 그런 생각이 인간으로서 들때는 있

지만 두 달 내내 액팅 아웃(행동화)만 하면, 그리고 온갖 약들은 다 쓰다보면, 절망하

는 순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건 힘들지만, 그래도 대전제는 ‘희망

이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찾아줘야한다, 같이 찾아나가야 된다’라는게 대전제기 때

문에... (참여자 2)

‘나는 환자한테 희망을 줘야되는 사람인데, 나 스스로 그렇게 체념을 했구나’라는... 근

데 그 희망을 주는거 자체를 난 또 너무 크게 생각했던거 같애. 꾸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이 사람이 또오고 또와도 ‘아, 정말 한심하다’ 이게 아니라, 겉으로는 저래도, 얼

마나 속은 힘들텐데’라던지, 계속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좀 더 의연하면서 작은거

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참여자 2)

회복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참여자 7)

2-2) 변화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 순간을 포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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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지적만 하는게 아니라, 긍정적인 피드백이 확실히 좋은거같애. 큰 차이가 없

지만, 그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서 그거를 강화시키는게, 긍정적 보상이 도움

이 되는거같애. 그런걸 많이 하는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바뀌더라고. 그리고 또 나

한테 그런게 있나하고 되돌아보는거 같애.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거

같애. (참여자 5)

옆에서 치료진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다던지,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던지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있어야할 것 같아요. (참여자 6)

회원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대신 기대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회복이 

돼서 원하는것도 하고, 목표를 잡았다하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변화

가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참여자 6)

보편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나 서비스는 다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

고요. 이분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날 짰을 때 쭈욱 떨어지

듯이 발휘하는 시점이 있어요, 보면. 그게 드라마틱하게 좋을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전보다 나아지면 기뻐해드려요. 그게 누구는 못 볼 부분인데 아니면 

안 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지를 해주면 그분이 달라지시거

나 하기도하고요. (참여자 7)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듯,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지 않으면 변화되

는 것도, 변화의 순간도 포착 할 수 없다. (참여자 8)

2-3) 가능성을 한계짓지 않음

회복중심 간호가 아닌거라면, ‘이 사람 환자니까’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가능성을 보

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런걸 보고 임파워먼트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건 안될껄 아마?‘라고 딱 제한을 거는게, 마치 낙인을 찍는것처

럼, 낙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능이 여기까지밖에 안되니까‘라던지, 그런게 잘못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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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참여자 2)

가능하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으면, 본인도 믿

어지지 않는데, 옆에서 치료진이라도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심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

야지, 그 사람도 더 높은 차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NO라고 

얘기해도 치료진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참여자 6)

저 조차도 환자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만성화되었으니까 이

거 안 될거야,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돼, 이런 한계선을 두었던 것 같애요. 이 정

도만 넘으면 됐고, 이 정도만 아니면 됐고. 근데 지역에서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

아요, 자꾸 소비자한테. 점점 기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2-4) 문제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에 반응함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에요. 문제만 보게 되면 회원이 미워 보여요. 자꾸 부정적으로

만 보게 되고,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왜 저럴까, 왜 저럴수 밖에 없지? 안되

나 보다’ 이런거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점이나 장점보다는 문제만 집중해서,

인계를 해도 부정적인 것만. 시선이, 병동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게 보게 되니까,

가족까지도 좋게 안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못된 행동만 보이고, 또 그랬다고, 또 

저런다고 그러고. 문제를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잘하는거라던지,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 회원이 관심있는거, 좋아하는거를 보면서 그 회원을 보는 

눈을 바꾸고. 회원을 대할 때 문제덩어리로 보는게 아니라... (참여자 6)

프로그램을 들어갔다가 소비자의 새로운 면을 보는거죠. 그리고 함께 아우팅(외출)을 

나가는거죠, 봤더니 이분이 센터에 있거나 사례관리를 가서 봤을때는 소극적이었는데,

나가니까 의외로 기능이 너무 좋고 다른 면들이 보이는거죠. 이 모든 것들이 모니터

링을 하는 역할로 기능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 사람, 자

원하고 어떻게 연계해보자. 이 사람한테 이런거 해보자하는거죠.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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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되찾도록 북돋음

참여자들은 소비자가 그동안 질환에 매몰되어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소비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깨닫게 된 진정한 행복과 목표는 다른 그 무

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간호사는 그 목표를 소비자 스스로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도전을 견인하고, 그 도전을 반갑게만 여기지는 않는 가족과의 의견 조율을 돕는 일

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비자의 삶에 대해 ‘왜 저렇게밖에 못살까’라고 비난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제공자가 판단하건데 옳은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

라, 물꼬를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하고 기다리며,

그 결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소비

자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스스로 돌보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

3-1)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함 

환자들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거죠. 환자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동기부여 시켜주

고, 이끌어줘야 되니까 그거는, 환자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너무 혼란속에 살았기 때

문에. 경험도 안해봤고 없잖아요. ‘내가 어떤걸 좋아했지?’ 이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서... (중략) 그렇게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것이 세워지면, 될수 있는대로 

그렇게 가보자, 되든 안되는, 학교를 가보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내 마음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장기계획을 두는 거에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

냐, 뭐 ‘좋은생각[잡지]’이라든가 하루에 한편씩 보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거 아니에요. 거기서 잘 안되는 것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해서 

하나하나 자기 삶을 꾸려가는 틀을 만들게 되는거죠. 그걸 도와줘야하죠. (참여자 1)

3-2) 소비자의 행복과 목표를 간호의 목표로 둠

그분의 삶에서 최대로 행복한게 뭐냐를 따진거에요 저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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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그것만이 행복하다는데 한번 해봅시다’해서 제가 밀었어요. 그래서 가서 했어

요. (영어수업) 한타임을 맡아서 했는데 너무 잘한거에요. 이분이 너무 행복해진거에

요. 일주일에 3일 간대요. 본인은 ‘내가 아직 도태된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행복하

다는거죠, 회원은 욕구가 여기였는데 가족은 ‘절대 안돼’였잖아요, 근데 저는 회원이 

원하면 하게해주고 문제점을 가족과 우리가 도와줘야된다는, 그렇게해서 본인이 가고

자하는 방향으로 간 분들이 꽤 되는거죠. (참여자 4)

가서 뭔가 도전해보라고도 하고, 도망가지 말라 그러고, 저는 문제가 있으면 뒤로 물

러서지 마라, 정면대결해보자, 그런데 당신이 앞장서면 내가 도와주겠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서지말자, 그러니까 정말 의기소침했던 분들도 매일 

카톡[메신저] 보내는 분들 있어요, ‘내가 오늘 뭐가 힘들었는데, 어떻게해서 극복했다’,

진짜 잘했다고 하면 그 힘으로 또 살거든요, 그런게 계속 이어지는... (중략) 본인이 하

고 싶은거는 늘 앞장서서 해봐라, 하다가 망할수도 있다, 그래도 해봐라, 그게 누군가

에게 해꼬지를 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범법행위만 아니면 당신이 하고 

싶은건 해봐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될게 뭐냐, 당신이 해야될게 

있고 우리가 도와줘야될게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거, 약을 잘먹고 규칙적인 생활

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하면 우리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역할

을 나눠요. 그렇게해서 저는 하고싶은게 있는거는 해보라고 그래요. 이 다음에 병이 

나으면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게 다 완벽하게 깨끗해 질수도 없는건데 그럼 지금 증

상이 있다고해서 진짜 하고 싶은거를 못하냐, 그게 아니다... (참여자 4)

처음에는 굉장히 수급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니까,

뭔가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라는 욕구가 올라가고, 올라간 사람을 준비시켜서 내보내

고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도록 옆에서 사례관리 계속 하고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

런 좋은 경험을 보니까 너도나도 취업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는거에요. 그래서 수급이 

탈락되도 내가 취업을 하겠다, 파트로 주 2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70만원 안되는 돈

을 받아요, 그러면 수급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10만원 

차이나나? 그런데도 나 수급탈락하고 일하겠다고, 진짜 건강해진거죠. 내가 당당하게 

돈 벌겠다라고, 연세드신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50 넘어서 취업하신 분들도 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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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고 포장하고 하는거니까 내가 해보겠다. (중략) (가족은)

수급비만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하는거죠, 그런데 이분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럼 가족을 설득을 해서 수급 탈락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거는, 지

역센터에 가서 ‘이분이 지금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 일을 못하게되면 수급을 유지하는

거를 도와달라’, 그런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수급은 탈락되도 일

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거

에 더 목표를 맞춰요. (참여자 4)

저는 가장 중심에서 놓지 않는것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의 이런 작업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하는거에요. (참여자 7)

3-3) 스스로의 결정을 격려하고 기다림

자율성이 별로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 생각을 해야하잖아요, 동기부여가 되

야하고. 그게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자기 삶을 살아가죠.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결정권을 주는거에요. 해보라고. 수도 없이 연습하는거죠. 그래야 자기가 

살아가니까. 자율적으로 살아가야하니까. (참여자 1)

치료진이 환자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게 아니고 결국은 병원을 나가면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할때는 늘 

‘니가 결정할 문제고, 앞으로도 니가 결정을 해야하고, 니가 감당을 해야되는거고’, 이

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면 이런것도 생각해보겠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해보는게 좋

겠다.’ 이런 권유는 하지만 강요라던지, 내가 맞다던지 이런 얘기는 해본적이 없는거

같애. (참여자 5)

본인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때, 우리 회원들은 표현을 많이 안하시잖아요. 그리고 목

소리 큰 사람한테 묻어가기도 하고요, YES, NO를 명확하게 안하세요. 그런것들을 하게

하죠, 이게 꼭 자기주장만 펴서 자기 결정이 아니라, 이게 싫은지 좋은지, 이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표현하는 것들도 다 아울러서 하는것 같아요. 저희는 그

분이 대답하거나 결정짓게 하려고 기다리죠. 막 종용하지는 않는것 같아요.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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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애를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함

이 사람이 치료를 해나가는거에 있어서 간호사가 어찌됐든, 보조를 해주는거지, 이 사

람이 잘할 수 있게끔, 셀프 케어(자가 간호)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처럼. 결국

에는 나중에 혼자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참여자 2)

저희는 회복연구회라고 해서 일종의 정신건강교육하고 같은데,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

래서 본인들 병에 대해서, 강박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왜 더 좋은 약이 개발이 안되

냐’, 이런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고학력자들도 많아요. 그러다보니 영어, 중국어 번역하는것도 어렵지 않아

요. TED 동영상 다운받아서, 다 영어로 되어있더라구요, 그거를 번역해서 요약정리를 

해요, 그렇게해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중간에 멘트를 넣어서 설명을 해줘요, 부연설명

을. 영어가 안되거나, 학력차가 나거나, 연세드신 분들을 못알아 듣잖아요, 그거에 대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걸 ‘나 이런거 잘해’ 이런게 아니라 정말 연구원으로서 강의를 

하듯이 설명을 해주고, 나는 뭐에 대해서, 누구는 뭐에 대해서, 각자 조사할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사전에 미팅을 해서 역할분담을 해요. 그래서 한시간이라는 수업

을 다 진행을 해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4)

저희가 모든 써포트를 다 해주는게 아니라 자각하면서 할 수 있게 돕는거... (참여자 7)

4)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참여자들은 소비자가 병원이나 기관에서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

는 곳에서 동료,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수용하며, 있는 듯 

없는 듯 묻혀서 사는 것을 회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서로

를 낫게 할 수 있는 동료의 역할을 인정하며 그들간의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의 질병으로 인해 그동안 같이 힘들었던 가족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은 소비자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며, 소비자의 가장 곁에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어 소비자에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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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간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을 소비자와 함께 하고, 지역사회 간호사와 병원의 

간호사가 서로 소통하여 소비자들이 낯설지 않도록 도와야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편견과 차별에 투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소비자와 함께 한단계 더 나아가 대응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서 소외받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4-1) 동료 지지를 활용하고 관계형성을 도움

정신장애인들이 모여서 밴드를 운영을 해요, 이분들이 매주 두 번씩은 음악실을 제공

을 해줘서 연습을 하거든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 보건 관련 기관을 다니면서 음악

회를 하고, 초대도 되게 많이 받아요. 일년에 수십건씩 가서 해요. 이분들은 회복이 

되가는 과정인거잖아요. 그분들도 처음부터 잘하는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있었

고 지역에서 수십번 재발했고, 바이올린 전공하신분도 몇 년을 안 잡아봤고. 이분들은 

밴드를 운영하고 나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은거잖아요. 한달에 2-3번은 음악회 초대

받아서 가고, 그걸 위해서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친해지고, 우리들 삶하고 똑

같잖아요 그렇죠? (참여자 1)

요새는 걷기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한 20명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재발이라는게 

없죠, 재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치를 해요, 자기

들끼리 ‘너 너무 심하다, 내일 외래에 가라’하면서 웃기도 하고. 환청있는 분은 가다가 

소리를 막 질러요, 옆에서 ‘귀찮겠다’ 그러면 ‘미안해, 안 좋은 소리 들려서 소리지른

거야’ 이렇게 하기도하고. 불편하지만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요. 서로 위해주고, 그게 회복이거든요. 자기들끼리 토요일, 일요일에 만나서 백숙도 

해먹고, 잘 모여요, 때마다. 구정때마다 모이고. 등산가자고 하고, 잘 활동을 하세요,

그게 회복인것 같아요. (중략) 20년 동안 병원에 있던 사람도, 조금은 사회성이 떨어지

지만, 서로 이해해요. (참여자 1)

굳이 말을 어떻게 훌륭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옆에서 함께 있어준다는 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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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을 살리게하는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원래는 사례관리자가 그렇게 해줘야하

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짝꿍을 맺어주려고 하거든요.

(참여자 3)

여기안에서 훈련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안다니니까 등돌리고 끝나는것이 아

니라 떠난 사람도 수시로 전화해요, 그런 사람도 자원이 되는것 같아요. 꼭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자원이 되는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도 서로서로 도

와주고 챙겨주고 하는거 그런 문화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참여자 4)

결국 회복은 회원들이 하는거구나, 같이, 병을 가장 잘 아는건 당사자고, 치료진은 도

움을 줄 수 있지, 낫게는 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은 서로 낫게 할 수 있구나... 낙인도 

회원들 당사자들끼리 서로 오픈해서 서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연구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먹어본 사람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돕

고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힘들었던 것, 약을 먹고 좋아졌던 것, 약을 먹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던 경험들을 얘기하실 때 확실히 회원들이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거부

감을 덜 느끼고... (참여자 6)

4-2) 가족을 지지하여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도움

가족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때리거나 물건은 부수거나 그런건 안된다는거에 대해서 아

예 각서를 써요, 동의서를 써요. (중략) 그런 부분에 원칙을 정하고서, 가족이 해야될

거, 도움 요청하는거 그리고 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거는 되고, 이건 안되고, 이럴땐 

어떻게 하시라고. 전화로 ‘선생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내가 뒷골 잡고 넘어가겠다고’,

그러면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잘 참으셨다고, 이렇게 지지, 격려 같이 해주면 본인도 

안 때리고 고비를 넘어간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하세요. 그런게 긍정적인 경험인거

죠, 한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하고도 대화가 된데요. 이전에는 

말도 안해가지고 나만 보면 도망가던 애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한데요.

아버지는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사람들하고 힘들때 어떻게했냐, 뭐를 해야되는데 안될

땐 어떻게하냐, 대화가 된다는거에요.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데요 요즘은. 그런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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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세요. 그렇게 가족들이 정신장애인들한테 어떻게 대해야될지를 몰라서 본인 스트레

스를 그대로, 상처받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던것들에 대해서 중재가 들어가면서 지혜

로운 방법들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답답하시면 전화하시라고 늘 상담을, 그리고 언제

든지 전화하시고 오시라고 그렇게해서 직접 부부가 같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여자 4)

가서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그 황소처럼 무뚝뚝한 아버지가 우시는 거에요. (중략)

그 마음을 이 아들은 처음 안거에요. 그리고 둘이 안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표

현도 못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역할극을 줬어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사랑해요’하고 서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랬더니 그 벽이 확 무너지면서... (중략) 그래서 그 집안에 평화가 오

고 서로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조금만 건드려 줬는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갈등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편안해지고, 지금은 둘이서 쇼핑도 

다닌데요 아버지랑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거 같

아요, 당사자도 있지만 우리 가족, 이 환자가 돌아갈 곳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안에 문

제도 같이 건드려주고 도와주니까 그 가족이 회복이 되고... (참여자 4)

가족분들도 각 회원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편견없이 바라보게 되더라구요. 예전에는 

이 사람(회원)이 이렇게된건 가족분들 때문이야 느낄때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러

니까 얘가 이렇지, 그런데 가족도 회원처럼 보고 힘든건 없는지 보다보면 이해가 되

더라구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었

구나... (참여자 6)

가장 옆에 있는게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거라고 보거

든요. 가족이 힘이 있어야 회원한테도 힘을 줄 수 있고. (참여자 8)

4-3)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며, 낯설지 않도록 도움

병원간호사들이 이 가운데(지역사회 자원)와 연결을 시켜줘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민쪽으로. 우리 간호사들이.. 회복 실천 간호라고 하면.. 이 가운데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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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책임을 져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보건사업내에서 도움을 받고 자기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살게 하는거잖아요. 다시 병원으로 오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는, 병원

이지만 이 지역사회와 연결하는것에 굉장히 중점을 둬요. (참여자 1)

여기서 완전히 강화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세어지면, 본인 있는곳으로 저희가 의

뢰도 해드려요. 인근 지역에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나, 근데 딱 퇴원할때쯤 

돼서 '가세요'하면 그거는 뭔가 배척당하는 느낌이 들거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 있을 

때부터 수시로 같이가요, 사회복귀시설도 어떤데가 있다고하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

보고 같이 기관견학도 가보고, 그러니까 토스를 하려고 가는게 아니라 ‘기관견학이다’

하고 같이 가고, 인근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면 같이 견학도 가고 거기에 행사 있으

면 적극적으로 회원들 다 데리고 참여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데 있어

서 얼굴이 낯설지 않게 그렇게 다 물꼬를 터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이분들이 정말 한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갈려면 이 안

에서만 잘하는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나가서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가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처음에는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주민센터도 처음에는 같이 

가서 안면 트고, 나중에는 우리가 전화로만 정보를 얻으면 혼자 가서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런 순서를 단계단계해서... (참여자 4)

지역에 대한 정보라던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보도 드리고, 지역에 

있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직접 회원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랑 먼저 한번 가보고. 시청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연도 있고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원분들이랑 같이 가서 경험해보

고 나중에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정보 드리고 공지도 하고 그러는것 같아요.

(참여자 6)

4-4)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사가 소통함

지역센터에도 정보를 계속 줘요. 그 선생님들도 한번씩 오면은 그쪽에서도 정보주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거죠. 같은 정신 보건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소통이 되야되는

거 같애요. 이 안에서도 소통이 중요하지만 같이 정신 보건을 하는 사람들, 관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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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소통이 되어야지만 그 서비스가 고스란히 우리 당사자들

한테 갈 수 있고 당사자들이 낯가림없이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거 같아요.

(참여자 4)

많은 소통을 해야될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병원에 있는 간

호사나 그를 본 사람들이 서로 연계를 해주는게 회복으로 가게 할 수 있는거 아닐까

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걸 다 아는건 아니잖아요. (참여자 7)

4-5) 편견과 차별에 한걸음 더 나아가 맞섬

정신보건법 개정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신질환자 말고, 요즘은 정신분열병도 조현

병으로 바꾸듯이 그렇게 다른 용어로 해달라, 어떤 용어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야된

다, 그런데 이 안에서만 그걸 한다고해서 누가 안들어준다, 그럴때는 전체 협회가 모

여야된다, 가족협회, 당사자협회, 치료진들 협회, 이렇게 전문가와 당사자와 가족들이 

같이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대안을 가지고 이걸로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싫으니까 안해요’, 이건 아닌거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계 더 나아가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법개정 된다하면 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서 리플(댓글) 달아라, 그런거 해줘요. 그러

면 몰랐던 것들도 알게되고, 막연하게 편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도가 이렇네, 이런것

들도 알게되고. (참여자 4)

정신장애인이라고, 수급자라고, 뭔가 반찬이 다른것 같다 그러면, 영양사한테 단가 계

산한 것까지 오픈해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초청해서. 도립병원은 반찬이 어떻게 들어

가고, 보험병동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센터는 어떻게 들어오고 그걸 다 공개해달라

고, 실제로 다 공개했어요. 실제로 회원분들이 막연하게, 우리는 수급자고 정신장애인

이고 이래서 뭔가 하대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거를 

알아가면서 협조가 되니까, 무조건 투정하듯이 투쟁하는게 아니라 건의를 하게되는거

죠. 반찬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해서 시정이 많이 됐어요. 그냥 그러

고 끝내는게 아니라 해결점을 찾아주니까, 막연하게 뭔가 푸대접 받는다는거에 대해

서, ‘그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라는걸 설명을 해주죠. 당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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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참여자 4)

우리 대상자들이 나가서 살아야하는 곳은 지역사회이고,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뭔가 이해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

자들도 많이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신장애인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병원에 

***센터에 나가는데 거기 사람들 보니까 이러더라, 그 사람들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더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주고, 노력봉사든 뭐든 서

로 주고받고... (참여자 4)

간호실습생들 나오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두려워해요, 근데 실습을 하면서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느끼면서 가요. 저희 실습받는것 중에 그런 부분도 있는것 같애

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회성 캠페인 같은건 도움이 안되요, 옆에서 겪어보고 

살아봐야지 아는거잖아요. 같이 자꾸 활동하는것들이 생겨야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중략)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트레킹, 둘레길 걷기를 하거든요, 지금

은 일반 시민들만 이용을 하세요, 근데 하반기에는 시간조정을 해서 저희 회원들도 

같이 이용을 하려구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런 사람들 같

이 하느냐’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시도하려구요. (참여자 8)

5) 동반자가 되어줌 

참여자들은 소비자의 힘든 회복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회복 과정에서 맞닥뜨

릴 수 있는 어려움을 같이 느껴보고 같이 겪어보며, 회복과정에 소비자와 같이 가는 

동반자였다. 이는 간호사 자신이 일하는 곳을 소비자가 떠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

려는 것이었다. 또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위기상황에 함께 있어주고, 소비자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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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계속 지켜봐주고 같이 느끼면서 함께 가줌

그 사람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을 같이, 어떤 불편감이 있는지를 같이 느껴봐주는

게 필요하고, ‘아, 이 사람이 이런걸 모르는데, 나는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걸 같이 

보면서 느끼면서 가야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는게 아니

라 그 사람하고 얼마나 같이 지내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나는 옆에서 지켜봐주고 계속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면담

도 해주고 필요한게 있으면 도와주고 옆에서 힘들어하는거에 대해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가는거. (참여자 6)

여기서는 퇴록 회원도 관리를 해요. 퇴록 회원도 한번씩은 연락을 다 해요. 여기 센터

에서 행사를 한다던지 간간히 안부를 전한다던지 사례관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프

로그램안에서 특별히 이 사람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하는건 연락을 해서 편하게 오

시라는 정보도 드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하기도하고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여기가 좋은게 외래 오셔서 만나기도 하고 외래 선생님들 통해서 정보

를 듣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게 좋은것 같아요. (참여자 6)

5-2)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줌

외래는 잘 보시는지, 힘든건 없는지, 언제든지 와라 친정처럼, 힘든거 있으면 오시라

고 하거든요. (참여자 4)

내집처럼 와서 ‘차 주세요’, 또 월급타면 맛있는것도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스캠프처럼, 나가서 막 뛰 놀다가 힘들땐 와서 그냥도 주저앉아서 상담도 

하고 가고, 그게 뭐 비용을 내야 되고, 우리가 개인병원 가면 (접수) 끊어서 돈 내야되

잖아요, 저희는 그런게 아니어서, 너무나 편하게 왔다갔다하고, 전화도 수시로하고, 카

톡도 하고, 어떻게보면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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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기상황에 즉시 도움을 줌

저희는 24시간 전화를 오픈을 했어요. 공용 핸드폰이 있어서, 1주일씩 당직자가 돌아

가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다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게, 그 첫 번째가 자살사고, 자살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은 저는 개인 

핸드폰 번호도 오픈했어요. ‘당신이 정말 힘들어질때 어떤 행동을 하기전에 도움 요청

해라, 그러면 어떻게서든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뭔가를 저지르고나서, 기물을 파기

하거나 누군가를 때리고나서 도움 요청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그래

서 정말 많이 구했어요. 자살충동이 있던 사람들을. (참여자 4)

밤 11시가 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거에요, 얘가 안들어왔다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터지니까 보호자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판단을 못 내리시는거에

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더라구요. (중략) 그렇게 해가지고 밤 꼬박 새면서 보호자

하고 경찰하고 주고받았었는데, 나중에 찾긴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이 꺼진 곳

으로 쫓아가서 그 동네 찾으러다니고 진짜 나쁜 생각을 할거 같아서, 그렇게 같이 개

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이 다급하니까 도움요청할데가 있더라, 내가 완전히 무

너졌을 때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데가, 외래만 다녔으면 외래에서 누구도 안해

줄 것이고, 어디도 얘기할데가 없었을텐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둘이나 근무를 제쳐놓

고 같이 찾으러 다니는게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에요. (참여자 4)

24시간 케어도 하고 있고 당직도 있고 on call[대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안정감을 

회원들이 많이 누려요. (참여자 7)

6) 함께 성장함

참여자들은 소비자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고 도우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로서 양적으

로, 질적으로 성장해야한다고 하였다. 예전에 하던 역할,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가치

관의 틀에서 깨어나 간호사로서 돌아보고, 시야를 넓히며 배워나가는 것에 간호사로

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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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틀에서 깨어남

96년에 정신보건 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지역에서 환자를 만나니까 내가 병원에서 했던

것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에서 환자들이 직접 살아가는 모습을 보

고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

면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당연히 약을 먹어야되고, 이 사람은 자꾸 숨기니까 입안에서 없어지는지 확인해야 되

는것 뿐이고, 이분이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니까 화장실 문을 폐쇄했어야 되고... 그

냥 그거였어요, 나의 목적은 약을 먹게하는 것.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약을 먹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끔 여러차례 실패

하더라도 자꾸 설명을 해서 스스로 먹는 것을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거구나. (참여자 8)

병원에서 일할 때, 강박했을때도, 분명히 주치의 오더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얼마

나 힘들었을까 하는거는 생각 못했던것 같애요. 그건 치료의 개념에서 강박이었잖아

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강박된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누워있고 어

떤 상황에 놓여져서 더 악화가 되고 이런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애요. 제가 

다시 병원에 간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은 더 할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제가 달라졌으니까. (참여자 8)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변화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물론 안되

는 회원들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95프로는 바뀌더라구요, 그러니까 해볼것 

같아요, 해야되는 것 같고요. (참여자 8)

지금은 생각이, 다시 재발을 해서 입원을 하더라도, '입퇴원하고 재발하고 이걸로 끝

나는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시각은 사라졌어요. 제 담당회원도 지금 

입원해계시거든요. 입원한지 2주정도 됐는데, 일하시다가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분 면

회를 가서 ‘치료받고 퇴원해서 다시 취업을 하자, 다시 작업장 돌아가서 증상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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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참여자 9)

6-2) 간호사로서 성찰함

뒷통수 치듯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공을 들여서 했는데 등돌리는 분도 있어

요. 처음에는 뭔가 실망감도 크고 상실감도 크고 그러다가보면,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거에요. ‘아, 나는 치료를 한다고 했던것이 치료적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내

꺼라고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성찰을 하면서 선을 긋는거

죠. (참여자 4)

‘아... 내가 정신과 몇 년차 간호사답지 않았구나’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거지.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커지게 되는거지. (참여자 5)

바뀔것이다 언젠가는, 안 바뀐다면 간호를 해주는 나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 사람과 방향이 다른가, 이 사람이 원하는게 이게 아닌가...

(참여자 6)

저도 우리가 너무 달린다 싶을때는 다시 생각해요. 이게 내 관점 중심이 아닌가, 나의 

관점으로 저 사람에게 종용하는게 아닌가, 또 반면에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너그러

운가, 내가 너무 저 사람을 방임하나? 이렇게 생각할때도 있기는하죠. (참여자 7)

내것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 내가 하는것들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내가 하는 활동들이, 사례관리하는 

범주들이 다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볼 필요성이 있는것 같아요. (참여자 8)

6-3) 정신간호사로서의 시야를 넓힘

간호사들도 눈을 넓혀서 법도 보고, 정책도 보고, 두루두로 다 봐야되요. 간호사가 정

말 폭넓은 일이에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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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것만 잘하면되고 우리 병원만 잘하면되고 내 파트만 잘하면되고 내 파트가 아닌 일

은 거들떠도 안 보려고하고. 간호파트도 병원안에서 에러 안 내고, 인증평가에만 포커

스를 둘것이 아니라,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간호가 외골수적으로 내것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대근무 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시간동안만 에러 안 내고, 병원에서 

퇴근하면 끝나는거. 간호파트지만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되고, 정신쪽의 

일을 하지만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하고도 넓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아는

만큼 보는만큼 경험한만큼 내가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더 다양해지는것 

같아요. 우물안 개구리로 있는것은 간호사 개인한테도 불행이고 환자한테도 불행이고.

(참여자 4)

6-4)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함

이상하게 배울때는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현실에 도착하면, 현실에 안주해버리는게 

보통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끝없이 공부해야되요, 끝없이 경험해야하고, 끝없이 사

례관리를 나가야하고. 뭔가 시도를 해봐야되, 그렇지않으면 안주하잖아요. 저도 **정

신병원 병동에서 10년 일했거든요, 92년에 정신보건 수련을 하고 그때부터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공부하고 싶고, 환자들하고 뭔가 다른걸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

자 1)

본인이 아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치료하는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자, 배워

서, 학문적으로도 이론화된거를 배워와서 도입을 해보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배우면

서도 신이 나고 내가 오버타임을 해서 배우러 간다하더라도 도움이 되고, 사례관리 

하지만 학교때 배운 사례관리로는 간호파트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사례관리는 또 다

르거든요, 그러면 단체로 같이 교육을 갔어요. ‘몇주 과정인데 어디서 개설을 했다’그

러면 전체가 등록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해 오는거죠. 거기서 내가 좀 정립을 하

고 와서 내가 배운거, 이해된거대로 하고 대상자들한테 적용하고, 그게 선생님들이 지

치지않고 서로서로 웃으면서 일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성장한다는 의미랑 맞

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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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치를 공유함

참여자들은 회복중심 정신간호가 간호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며, 동료와 조직 전체

가 가치를 공유하며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가이드로

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7-1) 같은 곳을 보고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회복중심이라는게 그냥 환자 대 간호사, 일대일이 아니라 전체에요 전

체. 우리 건물은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환자를 다루는 모

든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 분위기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 환자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치료적이어야 한다. 그게 바뀌어야되요 병원은. 그래야 환자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환

자가 절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거에요. 자기가 접하는 환경에서, ‘아, 나를 믿어주

는구나.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참여자 1)

누구와 같이 일을 했고, 처음 일을 배울 때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했느냐도 중

요한거 같애요. 아무리 내가 그런 성품이 있다고해도 주변환경이 안되면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안되고 환경이 안되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도 상처만 받다가 나올수도 있

는데,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그런 공감대라던지... (참여자 4)

병동에서는 절레절레 했던 사람이 여기와서 회복을 하시는거 보고 진짜 병동이랑은 

다르구나 확실히. 병동이 환자를 더 만들고 키울수도 있겠다... 진짜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치료공동체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거 같아요. (참여자 6)

저희가 그 직원을 선택할 때, 면접을 할 때, 우리랑 마인드가 맞아서 할 사람들을 뽑

잖아요. 근데 그게 100프로 맞진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교육이나 함께 공유하는걸 

통해서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거죠. 그래서 저희는 직원내부교육이 아주 힘들어요. 하

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센터만 고집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와보고 싶고, 함께 해보고 

싶고.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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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이드로서 역할 함

제가 교육을 하다보니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되느냐, 환자한테’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환자가 회복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적인 것

을 봐야하는데, 어디까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한 끝까지 해야되는거 아니냐, 내

가 할 수 있는데까지. 조금만 더하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참여자 1)

당사자 직원을 4명을 쓰는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원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저랑 동갑인 당사자 선생님은 신규들보다 pay가 훨씬 더 많은데 일은 더 적게 하거든

요. 본인들의 업무가 많아지는거라서 요즘 신세대 친구들은 그거 되게 민감해 하잖아

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가 있어야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끌어야 되는거죠. (참여자 7)

3.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의 작업적 정의 

회복중심 정신간호란 소비자를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기대하며,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되찾도록 북돋아주고, 그들이 원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으로,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며 간호조직 전체가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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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종 분석 단계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Schwartz-Barcott & Kim (2000)이 제시한 두 가

지 문제, 즉, 문헌에서 분석한 이론적 결과와 현장에서의 실증적 결과가 얼마나 일치

하는가와 국내 정신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다.

1.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최종 분석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단계에서 도출되었던 대부분의 내용이 현장연구 단계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장연구 단계에서의 속성은 이론적 분석단계와 초점

을 달리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한국적 상황과 간호의 가치를 좀 더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인간으로서 바라봄의 속성이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가장 기본

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서 도출되었으며, 이는 이론적 분석단계의 소비자 중심

의 속성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론적 분석단계의 소비자 중심의 속성은 전인적,

통합적,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그러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좀 더 강

조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의 정신간호 현장에서 진단명과 증상 중심의 의학적 모

델에 기반을 둔 파편적 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소

비자를 질병 이전의 삶이 있었고, 질병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인간으로서 바라봄과 소비자 중심의 속성을 통합하

여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둠’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진단명과 증상을 간호의 중

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두고 총체적이

고 개별적인 간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장연구 단계에서의 기대함은 이론적 분석단계에서의 희망과 긍정에 초점과 연속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론적 분석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소비

자의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역시 희망을 잃기 쉬운 한국의 정신간호 현장에서 간호사가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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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비자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하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가능성을 한계

지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희망과 긍정에 초점과 기대함의 속성을 통합하여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도출하

였다.

이론적 분석단계에서 소비자 주도의 속성은 소비자의 목표와 선택을 중요시하고 정

신보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도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반면, 현장연구 단

계에서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되찾도록 북돋음은 소비자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삶을 되찾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의 정신

보건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삶이 타인에 의해 평가되며, 제공자와 가족에 의해 수동적

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비자 주도의 속성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되찾도록 북돋음을 통합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

록 북돋음’으로 도출하였다.

이미 국외의 문헌에서는 동료 지지의 효과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동료 지지의 효과에 대해 인정하

기 시작하는 단계로, 그동안 소비자끼리의 네트워크를 부정적 시선에서 바라보았던 

것에서 벗어나 동료 지지를 활용하고 그들의 관계형성을 돕고 있었다. 또한 문헌에서

는 가족에 대해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도성과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현장연

구 단계에서는 가족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간호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가족을 질병

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힘듦을 살피고 지지하여 소비자와의 관계가 회

복되도록 하는 것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문헌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확

인하고 연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에 나아가는 과정을 안내하여 소비자가 그것을 낯설어 하며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렇듯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동료와 가족, 지역사

회가 회복중인 소비자에게 지지자원이 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비자가 그들과 관

계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에 이론적 분석단계에서의 동료와 가족을 포함, 지역사회 통합 촉진의 속성

과 현장연구 단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의 속성은 ‘동료, 가

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 통합하였다.

현장연구 단계에서의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소비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어야 하

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는 문헌에서 나타난 파트너십 형성, 동등한 관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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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 형성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간호사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에 서서 소비자의 회복 과정을 함께 하고 소비자의 후퇴에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반자가 되어줌은 좀 더 한

국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반자가 되어줌’의 속성을 최

종 속성으로 확정하였다.

현장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함께 성장함은 문헌에서 확인된 반영과 배움에서 보다 

더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현장연구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간호

사로서의 성찰과 간호사의 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기존의 틀에서 깨어나고, 시야를 

넓히며 배워나가는 것에 간호사로서의 성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함께 성

장함’의 속성을 최종 속성으로 확정하였다.

이론적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조직문화와 체계 구축은 제공자가 조직내에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 전체가 회복중심의 정신 

보건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 실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연구 단

계에서는 조직 전체가 같은 곳을 보고 함께 하는 일이라는 가치의 공유 측면이 강조

되고 있었고, 그 외 조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영향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이는 현재 국내의 정신간호 현장이 회복중심 정신 보

건 실무를 도입하는 단계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국외

의 정신 보건 현장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를 위한 시스템을 재편성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조직문화와 체계 구축과 가치를 공유함을 

통합하여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함’으로 도출하였다.

2.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 및 정의

1)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

본 연구는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을 규명하고 정의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이론적 분석단계와 현장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속성은 많은 부분이 공통되었지만, 현

장연구 단계에서의 결과는 한국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론

적 분석단계의 결과와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이론적 분석단계에서의 결과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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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의학, 사회복지학 등을 아우르는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면, 현장연구 단계에서는 간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간호에서 강조하는 가치

가 좀 더 부각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연구단계에서 도출된 속성에 좀 더 비중을 두었음을 밝

히는 바이다.

이론적 분석단계와 현장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속성을 통합, 분석하여 표 9.에 제시

하였다.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은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둠, 희

망을 가지고 기대함,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음, 동료와 가족, 지역사

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동반자가 되어줌, 함께 성장함, 간호조직의 문

화와 체계를 조성함’이었다.

2)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정의

회복중심 정신간호란 소비자를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두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아주고, 동료와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함께 성

장하는 과정이며,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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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내용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둠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함

․소비자의 인생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간호를 함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이야기)에 가치를 둠

․이미 정해진 간호가 아닌 개별화된 간호를 함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

․소비자와 희망을 공유함

․변화를 기다리고 격려함

․가능성을 한계짓지 않고 잠재력을 봄

․문제가 아닌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강화함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음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

․소비자의 행복과 목표를 간호의 목표로 둠

․소비자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인정함

․도전과 긍정적 위험감수를 지지함

․책임이 수반된 선택을 존중함

․서비스 개발/운영/평가에 소비자를 포함함

․비강압적인 간호 과정을 중시함

․장애에 대해 스스로 알고 관리하도록 도움

․의존성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함

․소비자에게 의미있는 활동과 역할의 유지를 도움

동료,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동료 지지를 활용하고, 관계형성을 지지함

․가족을 지지하여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도움

․회복과정에 가족과 의미있는 타인의 참여를 촉진함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며, 낯설지 

않도록 도움

․편견과 차별에 도전하도록 도움

․소비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함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개발함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사가 소통함

표 9.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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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내용

동반자가 되어줌

․솔직한 태도를 지니며 진심으로 공감함

․계속 지켜봐주고 함께 해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줌

․위기상황에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음

․비선형적인 회복의 과정을 알고 소비자와 공유함

함께 성장함

․기존의 역할과 인식의 틀에서 깨어남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일에 대해 성찰함

․정신간호사로서의 시야를 넓힘

․간호의 질향상을 위해 배우고 연구함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함

․가치를 공유하고 간호과정에 실현함

․가이드로서 역할 함

․편안하고 개방적인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

․회복중심 정신간호 수행에 있어 장애물을 논하고 

해결함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수행정도를 평가하고 반영함

표 9.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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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지표

지표란 개념의 속성이 실제 현장에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념이 있거나 발

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구분이나 범주이다. 즉, '이 개념을 측정하

거나, 실제 세계에서 이 개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

문에 대한 답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연구 단계에서의 참여자들의 진술과 가이드라

인의 내용, 측정도구의 항목을 통합하여 지표를 제시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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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둠

지표

․전체적인 삶의 맥락속에서 소비자를 이해한다.

․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을 경청하고 이를 간호과정에 반영한다.

․소비자마다 회복의 과정이 다양하고 고유하다는 것을 안다.

․소비자마다의 회복과정에 따른 개별적인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일률적인 규칙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속성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

지표

․소비자가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소비자와의 상호작용과 모든 기록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소비자의 작은 성취와 성공을 축하하고 강조한다.

․소비자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표현하고 격려한다.

․모든 간호과정에서 소비자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속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음

지표

․소비자의 삶에서 무엇이 의미있고 중요한지 사정한다.

․소비자의 행복과 목표를 간호의 목표로 설정한다.

․소비자와 비판단적인 태도와 언어로 대화한다.

․일시적인 후퇴가 있더라도 소비자의 도전을 지지한다.

․소비자의 요구와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소비자에게 의미있는 활동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증상과 약물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비자와 공유한다.

․약물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소비자의 경험에 의한 전문성과 고유의 지식을 간호과정에 반영한다.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인 중재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다.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인 중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때, 그 절차를 가이   

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간호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소비자의 독립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간호과정을 계획한다.

표 10.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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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동료,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지표

․동료 지지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소비자와 가족이 공식적, 비공식적 자조 그룹에 접근하도록 촉진한다.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요구와 걱정을 경청하고 지지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가족/의미있는 타인과 정보, 지식, 책임과 권한을 공유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중재한다.

․기관을 떠나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동행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한다.

․다학제적 기관(정신 보건 기관, 비 정신 보건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편견과 차별에 의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속성 동반자가 되어줌

지표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과 질적인 시간을 함께한다.

․소비자가 기관을 떠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위기상황에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비선형적인 회복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소비자와 공유한다.

속성 함께 성장함

지표

․간호과정에서 자신의 활동과 동료들의 활동을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간호방법에 의구심을 가지고 변화를 논의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 수행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한다.

․간호의 영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확장한다.

속성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함

지표

․편안하고 개방적인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조직내에서 회복의 가치를 옹호한다.

․리더는 채용과정과 관리, 감독에서 회복의 가치를 적용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갈등이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와 논의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수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표 10. 최종 분석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지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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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A. 회복중심 정신간호

본 연구는 회복의 개념을 정신간호 현장에 적용하고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서, 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정신간호 실무 현장에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현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정의와 속성, 경험적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국내외 정신간호계의 회복 관련 연구에서 회복에 대한 개념분

석은 시도되고 있으나(Brennaman, & Lobo, 2011; McCauley, McKenna, Keeney, &

McLaughlin, 2015; 여기동, 송근숙, 이미형; 2012)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과 정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간호는 무엇인가에 대

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각국의 실무 가이드라인은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 대한 명확

한 정의가 없이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정의 역시 모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

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속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정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좀 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속성과 정의는 정신간호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회복중심 정신간호는 문헌에서 제시된 회복중심 실

무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신장애를 가진 소비자의 길고 힘든 

회복과정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옆에서 함께 해주려는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의 내용이 간호영역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바,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한 것으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소비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

며, 소비자의 한 부분에 불과한 증상과 진단이 아닌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살피고, 그 

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기계적이지 않은,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의 

영역에서 소비자에 대한 존중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며(McCormack, 2003), 전인적 

돌봄은 장애가 소비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요구에 반응할 수 있게 한다(Mead & Bower, 2000). 돌봄이란 기관의 표준이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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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에 의해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며

(Leplege, Gzil, Cammelli, Lefeve, Pachoud, & Ville, 2007), 이것이 바로 개별적인 

간호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둠‘의 속성은 간호에서 오래전부터 

중요시해온 기본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희망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언급되고 있다(Schrank,

Woppmann, Sibitz, & Lauber, 2011).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소비자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공자 스스로도 소비자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은 소비자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포기해 

버리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대는 의미있는 관계에 있

는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Rosenthal, 2002), 정신보

건 영역에서 소비자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arman, Avorn,

Everitt, & Rosenthal, 1990; O’Connell & Stein, 2011).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

의 속성은 특히 증상의 재발과 재입원만을 경험하며 소비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 

쉬운 급성기 정신간호 현장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훈련과 지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 주도의 속성은 삶에 대한 소비자의 목표와 선택을 중요시하

고,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발, 운영,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주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Kidd, Kenny, & McKinstry,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음은 소비자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되

찾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후 이러한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의 삶에서 강조되었던 부분은 증상의 경감, 재입원 방지, 주거 

또는 취업 등과 같이 의학적 개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성공여부였다. 그러나 회

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의 안녕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당

사자들의 수기를 바탕으로(Fisher, 1998, 김미영, 2011 재인용), 연구자들은 만족스러

운 삶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고(Resnick, Fontana, Lehman, & Rosenheck, 2005),

이러한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개인중심적이며 심리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회복

의 가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김미영, 2011). 또한 질병의 약물치료, 전문적 서

비스 등 기존의 의학적, 치료자적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에게 부여되었던 수동적 위치

를 벗어나, 삶을 주도하도록 돕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간호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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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시 하는 속성으로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

무가 지향해야할 목표로 인식되며, 국내 사회복지 분야 연구 역시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민소영, 2009; 최희철,

2013; 강석임,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자체를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그 과정에

서 정신장애인이 낯설어하며 위축되고 포기하지 않도록하며, 동료, 가족과의 관계속에

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것에 더욱 가치를 두었다. 동료, 친

구,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다른 중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Priebe, Omer, Giacco, & Slade, 2014), 회복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받아

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인식되고 인정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하였다(Ådnøy Eriksen, Arman, Davidson, Sundfør, & Karlsson, 2014). 그러나 정

신장애인들이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어울려 사는 것에 어려움

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을 세심하게 안내해주는 간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

요한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관계에 있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제공자와의 관계

이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관계의 질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

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Russinova, Rogers, & Ellison, 2006; 김희정, 2010

재인용),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에서는 제공자와 소비자 관계의 상호성,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다(Young, Forquer, Tran, Starzynski & Shatkin, 2000). 그러나 동등한 관

계, 협력적 관계를 넘어서 본 연구에서 더욱 부각되는 부분은 동반자적 관계이다. 참

여자들은 소비자에게 현실과 자신의 수용을 돕고, 희망과 힘을 갖도록 도우며, 존중과 

신뢰를 표현하고, 이해와 격려를 해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김희정, 2010), 기나긴 회복

의 과정을 그들의 곁에서 함께해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소

비자들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힘든 회복 과정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회복중심 정신간호는 간호사들이 소비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회복을 이해하

고, ’증상의 소실‘이나 ’약물 순응도‘를 회복의 지표로 삼는 기존의 답습된 역할과 인

식에서 깨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었다. 또한 회복중심 정신간호를 수행

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갈등, 간호사 내면의 갈등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객관

적으로 해석하여 해결하며 이를 다시 간호실무에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간호사

들이 정신장애인을 간호하면서 경험하는 좌절과 타성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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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이었으며,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다

(Stein & Craft, 2007). 이를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자체

가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이러한 과정을 수용하고 지지하

는 간호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에 

포함되었다. 회복중심 정신간호는 가치 기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간호이다. 근

거 기반의 간호에서 근거가 간호를 안내하듯이, 가치 기반의 간호에서 가치는 간호사

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Till, 2007). 또한 회복중심 정

신간호는 간호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일관성있게 실현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하고, 이로써 일 

간호조직, 더 나아가 정신간호계 전체가 회복중심 정신간호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간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가 정신장애를 가진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

다. 그러나 어떻게 도와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염원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비자에게 

지금의 간호보다 좀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고민하는 정신간호사들이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장연구 단계에서 회복중심 정신간호

를 실천하는 간호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 속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좀 더 유효

한 실무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실제 간호를 제공받는 소비자로부터 속성을 탐구하

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

과 지역사회 정신간호 현장을 모두 포함하여 속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참여자 선

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의 참여자를 충분하게 포함하지 못하였

다. 이에 입원기 정신간호 현장에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을 좀 더 풍부하게 도

출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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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의의

1. 간호 이론 측면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분석단계와 정신간호 현장에서의 현장연구 단계

를 동시에 적용하여 개념의 실체를 확인하는 혼종 모형 방법으로 개념 개발을 실시함

으로써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간호 이론에 있어 기본요소인 

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관한 간호이론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였다.

2.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는 그동안 개념의 추상성과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어진 기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측정도구를 보완할 수 있는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회복중심 정신

간호 측정도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현재의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측

정도구가 간호에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 간호영역의 연구에 있어 제한이 있는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간호 실무 측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가 문헌에서는 필수적이고 지향해야 할 바로 인정되고 있

지만, 현재 국내의 정신간호 실무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조차 미비하고 실천 역시 되

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며, 향후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지침 개발

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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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속성을 이해하고자 처음으

로 시도된 연구로서, Schwartz-Barcott & Kim (2000)이 제시한 혼종 모형 방법을 사용

하였다.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분석단계와 심층면담을 실시한 현장연구 단

계, 이론적 분석단계와 현장연구 단계의 결과를 통합, 분석한 최종 분석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정의와 속성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정의

회복중심 정신간호란 소비자를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두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아주고, 동료와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함께 성

장하는 과정이며,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2.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

1)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둠

2)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

3)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음

4) 동료,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5) 동반자가 되어줌

6) 함께 성장함

7)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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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지표

1) 인간으로서 간호의 중심에 둠

․전체적인 삶의 맥락속에서 소비자를 이해한다.

․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을 경청하고 이를 간호과정에 반영한다.

․소비자마다 회복의 과정이 다양하고 고유하다는 것을 안다.

․소비자마다의 회복과정에 따른 개별적인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일률적인 규칙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2)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

․소비자가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소비자와의 상호작용과 모든 기록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소비자의 작은 성취와 성공을 축하하고 강조한다.

․소비자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표현하고 격려한다.

․모든 간호과정에서 소비자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3)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도하도록 북돋음

․소비자의 삶에서 무엇이 의미있고 중요한지 사정한다.

․소비자의 행복과 목표를 간호의 목표로 설정한다.

․소비자와 비판단적인 태도와 언어로 대화한다.

․일시적인 후퇴가 있더라도 소비자의 도전을 지지한다.

․소비자의 요구와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소비자에게 의미있는 활동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소비자에게 증상과 약물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비자와 공유한다

․약물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  

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소비자의 경험에 의한 전문성과 고유의 지식을 간호과정에 반영한다.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인 중재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다.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인 중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때, 그 절차를 가이드하는  



- 106 -

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간호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소비자의 독립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간호과정을 계획한다.

4) 동료, 가족,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함

․동료 지지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소비자와 가족이 공식적, 비공식적 자조 그룹에 접근하도록 촉진한다.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요구와 걱정을 경청하고 지지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가족/의미있는 타인과 정보, 지식, 책임과 권한을 공유한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가족과의 갈등관계를 중재한다.

․기관을 떠나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동행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한다.

․다학제적 기관(정신 보건 기관, 비 정신 보건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

너십을 구축한다.

․편견과 차별에 의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5) 동반자가 되어줌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과 질적인 시간을 함께한다.

․소비자가 기관을 떠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위기상황에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비선형적인 회복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소비자와 공유한다.

6) 함께 성장함

․간호과정에서 자신의 활동과 동료들의 활동을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간호방법에 의구심을 가지고 변화를 논의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 수행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한다.

․간호의 영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확장한다.

7) 간호조직의 문화와 체계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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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개방적인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조직내에서 회복의 가치를 옹호한다.

․리더는 채용과정과 관리, 감독에서 회복의 가치를 적용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갈등이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와 

논의한다.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수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B.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속성과 지표를 토대로 회복중심 정

신간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2.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회복중심 정신간호 실무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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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제목: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 개발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적, 절찰, 이익, 위험, 불편,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

께서는 연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참여에 동의할지

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관찰되는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대한 명확한 경험적 개념

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가 문헌에서는 필수적이고 지향해야 할 바로 

인정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의 정신간호 실무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조차 미비하고 실천 역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자는 문헌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의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의 속성을 함께 도출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 통합함으로써 임상 실무에서의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의 실천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기간

  이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총 10명 내외를 면담할 예정이며, 총 연구기간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승인일 후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2016년 1

월부터 2016년 5월 이내에 총 1-2회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면담 대상자는 현재 정신간호 실무 영역에서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개념에 대해 알고 이를 실

천하고자 노력하는 간호사입니다. 다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견해를 수집하기 위해 실무경험 1년 

미만의 간호사는 제외됩니다. 

4. 연구 방법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동의서  에 서명하신 후에,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됩

니다. 첫 면담 이후 추가면담(1~2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

간~2시간 이내입니다. 면담동안 연구자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

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면담은 귀하와 상의 후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담내용은 MP3 파일로 녹취될 것이며, 연구가 끝난 뒤에는 파일을 삭제할 것입니다. 

  5.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간호실무 측면에서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  으며, 향후 회복중심 정신간호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지침 개발의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단계와 독특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현장연구 단계를 동시에 적용하여 개념의 실체를 확인하는 혼종 모형 방법으로 개념 개발을 실

시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을 규명합니다. 이로써 간호 이론

부록 2.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대상자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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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기본요소인 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회복중심 정신간호에 관한 간호이론 개발의 기초자

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개념의 추상성과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어진 기존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측정도구를 보완할 수 있는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추

후 회복중심 정신간호 측정도구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회복중심 정신 보

건 실무 측정도구가 간호에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 간호영역의 연구에 있어 제한이 있는바, 이

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연구 위험성 

  본 연구에 참여 중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거나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기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7. 연구대상자 보호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수집된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  

   서로 작성되거나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  

   될 것입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귀하는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

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9.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

  연구참여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에 응할 경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구 참여 중 중도 탈락하게 될 경우, 완료된 면담

에 한해 사례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10. 연구책임자 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 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 백수연(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 연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연구자 전화번호 : 010-****-**** (24시간 연락처)

  - 연구자 e-mail : whitesy***@naver.com

1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연구입니다. 연구대

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2-2227-7909 / nursingirb@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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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회복중심 정신간호 개념 개발

연구 대상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연구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연락처

연구대상자 동의서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기밀성 

및 익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과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

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

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l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

니다.

l 본인은 이 정보가 향후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

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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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Authors Rater Domains items

Recovery

Interventions

Questionnaire

(RIQ)

Ellis &

King

(2003)

S, P

Medication use; Spirituality; Knowledge/acceptance of illness; Collaborative treatment

planning; Relationships with case manager and service; Strengths-based interventions;

Role of self-will and self monitoring; Community and personal support

50

Recovery Based

Program

Inventory (RBPI)

Ragins

(2004)
P

Recovery beliefs and implementation; Recovery relationships and leadership; Recovery

culture; Recovery treatment(open ended question for all items)
148

Recovery

Enhancing

Environment

Measure

(REE or DREEM)

Ridgway

(2005)
S

Demographics; Stage of recovery; Importance ratings on elements of recovery; Program

performance indictors; Special needs; Organizational climate; Recovery markers;

Consumer feedback(open ended question)

166

Recovery

Oriented Practice

Index (ROPI)

Mancini

& Finnerty

(2005)

P

Meeting basic needs; Comprehensive services; Customizations and choice; Consumer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Network supports and community integration; Strengths‐

based approach; Self‐determination; Recovery focus

20

Recovery

Oriented Systems

Indicators

Measure (ROSI)

Dumont,

et al.

(2005)

S, P

<consumer self-report survey> Person-centered decision making & choice; Invalidated

personhood; Self-care & wellness; Basic life resources; Meaningful activities & roles; Peer

advocacy; Staff treatment knowledge; Access

<administrative profile> peer support; choice; staffing ratios; system culture and

orientation; coercion; access to service

42+

23

Recovery
Promoting

Relationships
Scale (RPRS)

Russinova,

et al.(2006)
S Recovery-promoting strategies; Core relationship; Hope; Empowerment; Self-acceptance 24

부록 4.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측정도구 

S: Service user, P: Provider, C: Carer, 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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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Authors Rater Domains items

Recovery Self

Assessment

(RSA)

O'connell,

et al.

(2005)

S, P,

C, O

Life goals; Involvement; Diversity of treatment options; Choice; Individually tailored

services
36

Pillars of

Recovery Service

Audit Tool

(PoRSAT)

Higgins

(2008)

S, P,

C

Leadership; Person centered and empowering care; Hope inspiring relationships; Access

and inclusion; Education; Research/Evaluation
60

Recovery

Promotion

Fidelity Scale

(RPFS)

Armstrong

& Steffen

(2009)

P
Collaboration; Participation and acceptance; Self determination and Peer support; Quality

improvement; Development
12

Elements

of Recovery

Facilitating

System (ERFS)

Ridgway

(unpublish
ed)

S

16 principles: Encouraging growth; Supporting strengths; Satisfying basic needs; Seeing a

services user as a whole person/holistically; Positive partnership with providers;

Supporting involvement in preferred activities and social roles; Person in recovery

directs recovery process; Consumers direct and shape system of care; Wellness lifestyle;

Relationship and sense of belonging; Self-managed care; Community‐centered; Rights

and citizenship; Connections to others in recovery; & Culturally informed and respects

diversity

22

Recovery Culture

Progress Report

Ragins

(2009)

S, P,

C, O

Welcoming and accessibility; Growth orientation; Consumer inclusion; Emotionally

healing relationships and environments; Quality of life focus; Community integration;

Staff morale and recovery

70

Recovery

Oriented Service

Evaluation

(AACP ROSE)

AACP,

(unknown)

S, P,

C, O
Administration; Treatment; Supports; Organizational culture 46

부록 4. 회복중심 정신 보건 실무 측정도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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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 development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Baek, Su Yo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 Introduction

A. Backgrounds of the Study

As the existing symptom or problematic behavior-oriented therapies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reached limitations, a new definition of recovery based

on consumers’ experiences has emerged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It is

beyond the effect of symptoms (Anthony, 1993) and emphasizes a process of

leading a satisfactory life in the community (Resnick, Fontana, Lehman, &

Rosenheck, 2005) and indicates recovery not as a outcome but as a process. With

the advent of this new definition, many countries are making changes in their

mental health services and policies, including such concepts as person-driven,

many pathways, holistic, peer support, relational, culture, addresses trauma,

strengths and responsibility, respect and hop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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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ch changes, mental health service providers play roles in giving hope to

consumers and sharing process for selection of various services and making

decision with them (Borg & Kristiansen, 2004; Topor, Borg, Mezzina, Sells, Marin,

& Davidson, 2006) and even as a 'navigator' in the process of recovery (Bonney &

Stickley, 2008). Therefore, when nurses break away from their previous limited

roles, such accepting ‘Symptom remission’ or ‘Medication compliance’ as an

indicator of recovery, recovery-oriented nursing results in improving consumer’s

lifestyles and satisfaction and reducing their distress (Department of Health, 2006;

Gale, & Marshall-Lucette, 2012 recited), further becoming one of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recovery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Ramon, Healy, &

Renouf, 2007) through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enhanced hope (Cook et al.,

2011).

Some other countries have selected the practice of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as a top priority assignment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SAMHSA, 2010),

and especially, the U. K., Canada, the U. S. New Zealand and Australia have

already developed and distributed contents about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thus reaching a phase of verifying the working-level effect. With all the

contents examined,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conceptual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so every researcher has different point to

emphasize, thus confusing hands-on staffs and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to actual nursing practice sites (Kidd, et al., 2011). In addition,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conducted on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in the

domain of psychiatric nursing since the late 2000s (McLoughlin & Fitzpatrick, 2008;

Gale & Marshall-Lucette, 2012; Knutson, Newberry, & Schaper, 2013; McLoughlin,

Du Wick, Collazzi, & Puntil, 2013; Cleary, Horsfall, O'Hara-Aarons, & Hunt, 2013;

Hungerford & Fox, 2014; McKenna, Furness, Dhital, & Ireland, 2014; Raeburn,

Schmied, Hungerford & Cleary, 2014; Kidd, Kenny & McKinstry; 2015), but they

borrowed and used the concept of practice from the fields of medical science and

social welfare as it is. Thus, there arises a necessity of developing the concept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for the improvement of psychiatric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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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er & McLoughlin, 2013).

At present, most of the psychiatric nursing sites still in South Korea focus on

symptom management and improving function-related nursing based on medical

models and rehabilitation mode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fficiently

understand the meaning of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in the context

of Korea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prior to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originating from other

countries. Besides, in-patient environment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the

recovery of consumers (McLoughlin, Du Wick, Collazzi, & Puntil, 2013), bu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based on community setting. Consequently, a

question is constantly raised about the applicability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o in-patient setting, so this study found it essential to include in-patient

setting when developing a concept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us, not only through literature review but by examining how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phenomena take place and exist in domestic

psychiatric nursing sites through Hybrid model (Schwartz-Barcott & Kim, 2000),

this study attempted to extract the definition, attributes and empirical indicator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in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s and practice guidelines for a fast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Besides, since the

present instruments are not really specified for nursing, there have been some

limitations on researches in this field so far. In this a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chance to stimulate developing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nstruments in the near future.

B.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ttributes and verify the definition

of the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concept, while proposing empirical

indicators of the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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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ethodology

A. Study Design

For the development of a concept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a methodology to carry out a circulatory process of

theoretical analysis phase, fieldwork phase and final analytic phase, according to

Hybrid model suggested by Schwartz-Barcott & Kim (2000). <Fig. 1>.

Figure. 1. Hybrid Model suggested by Schwartz-Barcott & Kim (2000)

B. Study Procedur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Confirmation No.: 2015-0041-2).

1. Theoretical Analytic Phase

Since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s a term that has never been used

by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viewed other related terms, such as

recovery-oriented practice, service and care through literature in the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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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phase.

Such key words as ‘mental', ’psychiatric', 'recovery‘, 'recovery oriented',

'practice', 'service’ and 'care' from PubMed, CINAHL, Google scholar, KoreaMed

and RISS, were used as operators fit for the database. The publishing period was

fixed between 1980 and 2016 (the last search date: May 16, 2016), and this study

selected materials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only. Besides, an additional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reference list and citation list. Even with

textbooks, single books and dictionaries included in the search list, this study

considered the related concepts from the other academic fields beside the science

of nursing. At last, a total of 7 empirical researches, 21 practical guidelines, 12

instruments, 2 related nursing theories, 3 practical models and 2 intervention

program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alyzing the literature review result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and based on the

findings confirmed, this study extracted a working definition after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2. Fieldwork Phase

Since it was difficult to judge if a certain nursing site worked based on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n consideration of the actual circumstances of

Korea, and there are few nursing sites that can be used to supplement the present

data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this study carried out fieldwork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ly.

As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this study selected nurses who knew and

practiced the concept of recovery and were recommended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out of all the nurses having taking a course

about recovery at least once. Nurses working at in-patient setting (wards) or

working for community setting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were also

included in the in-depth interview, and to collect more hands-on experiences and



- 134 -

opinions from them, this study had nurses with less than 1 year of career

excluded from the in-depth interview.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an. 2016 to May 2016, and the interview was held

for 1 to 2 hours once or twice for each participant. The main survey questions

were: 'What do you think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s like?' 'How do

you think you can practice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What do you

think is not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What do you think is helpful

(you need) when practicing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What do you

think disturbs you in practicing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What

outcomes do you think are brought to nurses when practicing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e analysis of data was conducted with the field research at the same time.

By dividing words and phrases with the same meanings and themes into different

groups while reading the data repetitively, this study extracted expressions likely

to represent each group and categorized them. Then, 3 nursing professors were

requested to examine this process of analyzing the interview data and even the

analysis results, and they were involved in discussions on this study.

3. Final Analytic Phase

In the final analytic phase,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wo problems

suggested by Schwartz-Barcott & Kim (2000). One was how much the theoretical

results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corresponded with the empirical results

from actual sites, and the other was if it was an important concept applicable

enough to the Korean domestic nursing practice.

After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fieldwork phase, this study rearranged the

final attributes and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and analyzed

the empirical indicator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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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Contents

Focusing on

hope and

positivity

Welcoming attitude, Inspired hope, Consumers’ strengths focused,

Seeing them in a positive way, Using a hopeful and positive language

Consumer-

centered

Respect, Holistic, Integrated service (to meet basic demand and focus

on the quality of life), Individualized service, Respect for diversity,

Trauma-informed care, Placing value on consumer's experience(story),

Listening, Empathy

Consumer-led

Respect for autonomy accompanied with responsibility, Empowerment,

Orienting consumers’ information-based choices, Promoting consumers’

meaningful participation and equal partnership, Supporting

self-management, Promoting knowledge and acceptance about

medications and disorders, Recognizing the negative effect of

independency, Consumer goal-oriented, Supporting positive risk-taking,

noncoercive methods

III. Research Findings

A.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in the Theoretical Analysis

Phase

1. Attributes of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In the theoretical analysis phase, this study considered researches, guidelines,

instruments, related theory, practical models, and intervention programs.

Consequently, this study extracted 6 attributes at last in theoretical analysis phase

<Table 1>.

Table 1. Attributes of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Based in

Theoretical Analysis Phase



- 136 -

Including

peer and family

Recognizing and supporting peer’s roles, Promoting participations of

family members and meaningful person

Promoting to

Integrate into

Community

Community-based, Promoting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Enhancing and sustaining meaningful activities and roles, Developing,

confirming and connecting community resources, Challenge for stigma

and discrimination, Advocating consumers’ rights, Risk management,

Supporting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agencies

Establish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

Sharing missions and visions, Reflective practice, Enhancing leadership,

Collaboration with multidisciplinary team, Quality improving

(evidence-based, research & evaluation), Educating, training and

developing providers (enhancing their competencies), Improving the

structure of workforce, Discussing and addressing barriers, Increasing

the continuity and accessibility, Employing consumers, Establishing a

comfortable, open physical environment

2. Working Definition of Recovery 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working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is focusing on

hope and positivity while providing consumer-oriented and consumer-led services.

It is also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ir peers and families’ roles and promoting

consumers to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finall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

B.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n the Fieldwork Phas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A total of nine nurses participated in this in-depth interview. They wer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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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

-pant
Age

Years of

Career
Educational Level

Type of

Workplace
Position

Recovery

-related

education

1 56 28 yrs Doctor’s degree
Hospital based

Daytime ward

Department

Manager

Several

times

2 40 17 yrs Doctor’s course
In-patient

ward
General Nurse 1 time

3 41 19 yrs
4-year-course

university graduate

Hospital based

Daytime ward
Chief Nurse

Several

times

4 46 21 yrs Master’s degree Daytime center Team Leader
Several

times

5 46 22 yrs
4-year-course

university graduate

In-patient

ward
General Nurse 1 time

6 27 5 yrs
4-year-course

bachelor’s degree
Daytime center General Nurse

Several

times

7 48 10 yrs Doctor’s course
Community

center
Team Leader

Several

times

8 38 12 yrs
4-year-course

university

Community

center
Team Leader 12 times

9 25 2 yrs College graduate Daytime center General Nurse 5 times

female, and their workplace was located in either Seoul or Gyeonggi Provinc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 participants is as following <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 Participants

2.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interview data, this study extracted

a total of 151 meaningful descriptions on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and

after classifying them into an ordinary and abstract language again, this study

extracted 7 attributes at last in the fieldwork phase.

1) Seeing Consumers as Human Beings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aid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see consumers

as human beings who have led their lives so far and to share their feeling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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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while getting to know each other, not seeing them as patients with

diagnoses and symptoms only. According to a participant who was working at a

in-patient setting, although she met a patient at the hospital on a certain day of

his acute phase, but what he looks like at the hospital was not all about the

person, and she found it necessary to listen to his concerns about the entire life

and future, not only giving helps to him as a patient in the ward. She also

added that when seeing a consumer as a human being and getting to know him

or her better, she no longer provides a provider’s convenience-oriented and

uniformed nursing service, and instead, she comes to respect him or her as a

human being and starts looking for ways to help the consumer’s recovery through

nursing.

2) Expecting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aid that it is important for nurses themselves

not to give up their hope for consumers’ recovery. Especially, some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working at in-patient setting, said that since they only see

consumers being hospitalized and having acute symptoms over and over and

hardly see consumers live a satisfactory lif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hospital,

they are more likely to give up their hope for consumers’ recovery. They also

said that it is important not to give up their hope for consumers’ recovery and

share their hope with consumers and their families, and also important for all the

consumers, their families and nurses to keep a strong will for recovery.

According to them, nurses’ hope for recovery and hope for consumers will make

themselves awaken from putting limits on consumers’ possibilities as patients, and

when not giving up an expectation that consumers can make positive changes

based on their potentials, nurses are able to seize a right moment of change and

enhance it, and as long as nurses don’t see consumers as trouble makers, nurses

will be able to find consumers’ strengths soon.

3) Encouraging Them to Regain a Satisfactory Life f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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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 participants said that since consumers lived a confusing life for a

long time, being absorbed into their disorders, nurses should do anything to help

them truly look at themselves again most of all. It was a process of helping

consumers realize what they are able to do, like to do and want to do.

According to them, true happiness and life goals they have realized through such

a proces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anything else, and nurses play roles in

encouraging their challenges during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the goals for

themselves and even mediating opinions from their family members who may not

be pleased with such a challenge. Besides, it is unnecessary to criticize or

evaluate consumers’ lives, saying “What made them lead such a miserable life?”.

Instead, nurses should encourage and wait for consumers to make decisions and

for themselves, not leading them into a right direction based on providers’

judgements or disturbing them in leading a meaningful life again. It was like

playing a role as an assistant helping them carry out such a decision. They also

said that nurses should help customers care for themselves with their psychiatric

disorders, which are already a part of their lives.

4) Guiding Them to Living Together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All the research participants thought that it is a true aspect of recovery for

consumers not only to get along well in a hospital or institution, but to sustain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family members and even the community and

accept each others where they live. According to them, nurses should admit

peer's roles in healing each others’ inner hurts, stimulating relationships with them

and even supporting their families who had a hard time because of consumer's

illnesses. Their families are people with whom consumers will have to go back

and live with and have closest relationships. Therefore, nurses’ helping them

restore and sustain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members should be included in

nursing. In addition, they said that nurses should be with consumer whe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t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and

especially community nurses should communicate with hospital nurses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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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not feel unfamiliar a new atmosphere. They should not just complain

abou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at work as an obstacle against consumers’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ty. Instead, they have to actively cope with such

an obstacle with consumers by take proper actions, which is for consumers to

enjoy whatever others do and not to be alienated or excluded from the

community.

5) Becoming a Companion

It was found that all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nsumers’ companions who

were with them overcoming difficulties and walking beside them during the

process of recovery, while experiencing possible difficulties from a process of

recovery. It was nurses’ attempt to be with consumers even when they have left

the site where nurses worked. where nurses worked. Besides, it is natural to

move forward and backward over and over during the process of recovery, so

they were with consumers even when facing a crisis, tried to make them have a

feeling of stability and even became a shelter for them to come back any time.

6) Growing Together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aid that while observing and helping

consumers during the process of recovery, they should grow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s nurses. According to them, while breaking away from the

conventional roles and the frame of handed-down values, they should introspect as

nurses and even broaden their insights and learn new things. Then, they can be

regarded to grow as nurses. In other words, it is a process of nurses growing

with consumers growing during the process of recovery.

7) Sharing Values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aid that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cannot be done by individual nurses, but it is to go into the same direction by

sharing values with their coworkers and nursing organization. And the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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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d their role as a guide.

3.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rough th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s to see consumers as human beings,

expect them, become a companion who encourage them to regain a satisfactory

life for themselves and guide them to live with others together in relationships

they want. It is also a process of nurses growing with consumers, and the entire

nursing organizational members work together while sharing values with each

other.

C.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n the Final Analytic Phase

1. Final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Both attributes extracted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phase and the fieldwork

phase were common with each other in many aspects, but some of the results of

the fieldwork phase were more emphasized because of Korean circumstances and

culture, further making differences from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analysis

phase. Besides,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analysis phase were about all the

aspects of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encompassing medical science

and social welfare as well as nursing, while the results of the fieldwork phase

were focused on nursing, which more highlighted values that were emphasized in

nursing science. Thus, while finally extracting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is study put more weight on the attributes extracted from

the fieldwork phase.

The final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were ‘placing

consumers in the center of nursing as human beings’, ‘Expecting with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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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Placing consumers in the Center of Nursing as Human Beings

Indicator

․Understanding consumers in the entire context of life

․Considering physical, mental and social demands from consumers

comprehensively

․Listening to consumers’ experiences attentively and reflecting them on the

nursing process

․Realizing that every consumer has a different and distinct process of recovery

․Establishing an individual nursing plan for each consumer’s process of recovery

․Not applying uniform rules to all the consumers

Attribute Expecting with Hope

Indicator ․Believing that consumes will be able to recover

‘Encouraging them to lead a satisfactory life’, ‘Guiding them to live along with

their peers, family and the community’, ‘Becoming a companion’, ‘Growing

together’ and ‘Establishing a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

2. Final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s to place consumer into the center of

nursing as human beings, and expect them with hope. It is also to become a

companion who encourage them to lead a satisfactory life and guide them to live

along with their peers, families and the community. It is a process of growing

together with consumers, including endeavors to establish a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

3. Final Indicator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By putting together all the statements from the interview participants in the

fieldwork phase, the contents about guidelines and items of the instrumen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indicators <Table 3>.

Table 3. Final Indicator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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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positive language for all the interactions with consumers and records

on them

․Congratulating consumers even on a small achievement or success and

emphasizing it

․Expressing a positive expectation for consumers and encouraging them

․Finding consumers’ strengths actively during all the process of nursing and

helping them develop the strengths

Attribute Encouraging Them to Lead a Satisfactory Life for themselves

Indicator

․Assessing what is meaningful and important in consumers’ lives

․Establishing consumers’ happiness and goals as nurses’ goals

․Communicating with consumers with a non-judgement attitude and language

․Supporting consumers’ challenges despite a temporary retreat

․Providing procedures for consumers to express their demands and opinions

clearly

․Helping consumers sustain meaningful activities and roles

․Sharing consumers how to monitor and manage symptoms and medication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kinds and pros and cons of all the medical

services including medication and helping consumers make right choices

․Reflecting their own expertise and knowledge from consumers’ experiences on

the process of nursing

․Seeking an alternative method to replace an coersive and involuntary

intervention

․Providing a standard of procedures for a case that an oppressive and

involuntary intervention has to be used

․Allowing consumer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evaluating of nursing services

․Planning all the nursing process in a direction for enhancing consumers’

independency

Attribute
Guiding them to Live along with

Their peers, Family members and the Community

Indicator

․Developing services based on peers support

․Promoting consumers and their families to access official or unofficial self-help

groups

․Listening attentively to demands or worries their families may have and

supporting them

․Sharing their information, knowledge, responsibility and authorities with their

families and meaningful acquaintances if consumers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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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ing in their conflicts with their families if consumers want

․Preparing and helping them in the process of leaving the institution for the

community

․Confirming and developing community resources that consumers want

․Building a network with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s (mental health

institutions and non-mental health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a partnership

with them

․Confirming any prejudice or discrimination-caused situation and helping

consumers solve this problem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onsumers’ rights and supporting them actively

Attribute Becoming a Companion

Indicator

․Empathizing with consumers truly and having a qualitative time with them

․Providing available medical services to consumers even after leaving the

institution

․Allowing consumers to ask for helps in an emergency around the clock

․Understanding the nonlinear process of recovery, sharing with consumers

Attribute Growing Together

Indicator

․Reflecting their own activities and their coworkers’ activities on the process of

nursing

․Being doubt about the conventional nursing methods and discussing positive

changes

․Attending education and research for enhancement of ROPN

․Not limiting but expanding the domain of nursing

Attribute Establishing a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

Indicator

․Establishing a comfortable, open physical environment

․Supporting the value of recovery inside the organization

․Nursing leaders should apply the value of recovery to recruitm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Support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enhancement of ROPN competencies

․Discussing with coworkers to settle conflicts or issues caused when performing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Evaluating the degree of performing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and

reflect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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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scussion

As the first research attempting to apply the concept of recovery to actual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extracted the definition, attributes

and empirical indicators not only through literature review but by examining how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ake place and exist in the domestic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There are many other researches attempting to

analyze the concept of recovery in the psychiatric nursing area (Brennaman, &

Lobo, 2011; McCauley, McKenna, Keeney, & McLaughlin, 2015; Yeo, Song, & Lee,

2012),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attributes and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n this ligh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its first attempt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psychiatric nursing

applied concept of recovery.

In most of the practice guidelines developed by each country,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or when there is one, it is

not clear and has not reached an agreement. This study drew the definition by

comprehensively including main attributes commonly appearing in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practice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the definition can be used as a foundation to develop practice guidelines much

clearer and more consistent. Moreover, the attributes and definition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were extracted with the aspects of actual

psychiatric nursing sites reflected in this study. Consequently,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s to guide customers with care

and walk beside them during the long and difficult process of recovery, not only

to provide contents about recovery-oriented practice suggested by the existing

literature. As the previous contents about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failed to reflect the peculiarity of nursing,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overcoming such a limitation.

Some previous research results show that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practice provides consumers with a chance to lead a meaningful life. Witho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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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explanation on how to help them, however, it would be a mere vain desire.

In this ligh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chance for

psychiatric nurses to discuss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who are trying

to provide better nursing than now.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extracted

some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urses who put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nto practice.

To contain more effective contents about this practice, however,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xplore more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from consumers who are actually provided nursing services. Besides, by

including nurses working at in-patient setting and community setting in the list of

research participants, this study attempted to extract more attributes, but due to

some difficulty selecting participants, this study failed to include the sufficient

number of nurses, who were working at in-patient setting. Thus,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xtract more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from in-patient setting.

V. Conclusion & Suggestions

As the first attempt to clearly understand the definition and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this study used the hybrid model method

suggested by Schwartz-Barcott & Kim (2000). Through the theoretical analysis

phase wit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included, the fieldwork phase wit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and the final analytic phase with all the other two

phase results integrated and analyzed, this study suggested the definition and

attribute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at la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in developing nursing theories on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further accelerating researches in the field of nursing as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s. Besides, this study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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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in that it has provided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practical guidelines for a fast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in the near future, while providing a chance to start

discussions on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On the results abov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1. Based on the attributes and indicators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suggested by this study,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evelop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2. Further studies should be also conducted to develop practical guidelines and

educational programs on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nursing for nurses and

to verify their effectiveness from various ang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