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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review peer support services related to 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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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Methods: A systematic search was conducted using keywords in English, 4 electronic databases, including 
CINAHL, EMBASE, MEDLINE, and PubMed. Of the 1,305 publications identified, 14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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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support services for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can be a cost-effective way to increase crisis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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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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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보건영역의 패러다임은 의학모델에서 회복모델로 변

화되어 왔다[1]. 의학모델은 정신병적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전문가 중심의 관점인 반면, 회복모델은 정신질환자를 환자가 

아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소비자로 바라보

는 당사자 중심의 관점이다[2]. 회복모델은 정신질환자들이 질

병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낙인과 차별없

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해가는 회복과정에 초점을 두며

[3], 이를 위해 희망, 치유, 자존감, 인간관계, 특히 동료들의 지

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4]. 1990년대부터 중독, 외상, 암을 경

험했던 사람들처럼 중증정신질환자도 동료에게 희망, 지원, 격

ⓒ 2020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http://www.mhnursing.or.kr



5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신소연 · 최희승

려,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5]. 중증정

신질환(severe mental illness)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정의로 일상생활과 사회적 ․ 직업적 영역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만성적인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6]. 

건강관리와 관련된 동료지원(peer support)은 경험적 지식

을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에 의한 정서적, 평가적, 정보

적 지원의 제공을 의미하며[7],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동료지

원은 당사자들이 상호적인 문제나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과정을 의미한다[5]. 아직까지 중증정

신질환자를 위한 동료지원 서비스의 국제적 다양성에 대한 보

편적인 정의는 부족하며, 국내에서 동료지원, 동료지지, 상호

지원, 소비자 중심 서비스, 당사자 서비스 등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료지원가의 개념도 peer 

providers, peer educators, peer specialists, peer mentors, 

consumer-providers, consumer-survivors, consumer-employ-

ees, user-employees, prosumers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8].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동료지원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9]. 구체적으로 상호원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

로 모인 자조모임, 온라인 지지그룹, 동료지원가에 의해 제공

되는 다양한 서비스인 동료제공 서비스,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

는 형태인 동료운영 서비스, 전문가와 당사자가 책임과 통제를 

공유하는 형태인 동료 파트너십,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에 직원

으로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직원의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 동료지원가 지침서[10]에서 동료지원 서비스

(peer support service)는 회복을 먼저 경험한 동료지원가

(peer provider)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상담, 프로그램 진행, 교육 강의 등을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는 동료지원가 지침서의 정의

를 따르기로 하며, 앞서 제시한 6가지 동료지원 형태[9]를 모두 

포함한다. 

회복모델이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동료지원 단

체들은 정신병적 증상과 약물, 대인관계, 오명(stigma), 고용

에 대한 광범위한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

고 있다[11]. 국내에서는 2011년 사회복귀시설들이 연합으로 

진행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 상담

과 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2]. ‘동행’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2013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는 정신장애인 직업 영역 개발과 고용활성화를 위해 동료지원

가 직무지침서를 개발하였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와 인권강사를 양성해오고 있다[11]. 당사자 인권옹호활동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조직화되었는데, 비자

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인권친화적인 정신의료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13].

2019년,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절차보

조사업은 정신의료기관에 동료지원가를 파견하여 정신질환

자의 입원과 퇴원 절차를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4]. 이

를 위해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환경 개선 욕구

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퇴원계획을 

주도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14]. 정신장애인의 인권

과 치료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절차보조사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료지원은 회복 모델의 공유를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회

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료지원은 서비스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임파워먼트, 사회적 기능, 공감과 수용, 희망

의 증가와 오명 감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15], 동료지원가

의 기능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16]. 동료지원 서비스와 다른 정신보건 서비

스를 비교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삶의 질, 기능, 사회관계, 정신

병적 증상,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 동안 국외에서는 동료지원 서비스의 효과에 대

한 양적연구들이 서비스 수혜자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

고 최근 들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8,17-19]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했다. 동료지원에 대한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동료지원가의 회복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

구[20]와 ‘동행’ 프로그램이 동료지원가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21] 등이 이루어졌다. 동료지원에 대한 국내연구

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대부분 질적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회전문 현상을 경험하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기

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회복을 촉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동료지원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

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정신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동료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

으로 검색하고, 서비스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

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

비스 문헌들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검색하고, 서비스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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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데 있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 문헌의 현황과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 문헌검색

1) 문헌검색 전략

본 연구는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및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이 제시한 체계적 문

헌고찰 지침[22]에 따라 시행되었다.

2) 핵심질문

체계적 문헌고찰의 기술형식인 PICOTS-SD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Timing, Setting, 

Study design)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대상(Participants): 만 18세 이상의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나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자 중에 중증정신질환자

 중재(Intervention):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

원 서비스

 비교중재(Comparisons): 비중재나 전통적 방법의 중재

 중재결과(Outcomes): 중재 결과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정신의료기관 이용률, 정신병적 증상, 정신건강 회복, 사

회적 지지)

 시점(Timing): 중재 전 ․ 후, 추적 연구

 세팅(Setting):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

 연구설계(Study design):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유사 

실험설계, 코호트 연구

3)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

루어졌으며, 주요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실시하였

다. 국외 문헌은 COSI (Core, Standard, Ideal) 모델을 근거로 

Core DB에 해당하는 EMBASE, PubMed와 Standard DB 가

운데 CINAHL과 PsycINFO를 통해 검색하였다[22]. 국내 

문헌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과

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DBpia)

를 기반으로 하였다.

국외 데이터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MeSH 용어를 기본으

로 유의어와 대안어를 확인하였고, AND와 OR 및 절단검색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검색어는 psychi-

atric diagnosis*, psychiatric disorder*, psychiatric illness*, 

mental illness*, severe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 

severe mental disorder*, mentally disable*을 통합하여 검색

하였고, 동료지원 서비스는 consumer advocacy*, consumer 

-employee*, consumer provider*, consumer-survivor*, 

peer provider*, peer educator*, peer specialist*, patient ad-

vocacy*, prosumer*, peer support*, peer support activity*, 

peer support servic*, peer support system*, peer-provided 

service*, peer-delivered intervention*, mutual support*, 

self-help group*으로 조합하였으며, 정신의료기관 이용은 pa-

tient admission*, patient discharge*, hospital*, inpatient*, 

transition*으로 검색하였다. 

4) 문헌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본 연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 코호트 연구 가운데 연구전문(full-text)을 확보할 수 있

고, 학술지에 영어로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판 시

기는 동료지원 서비스가 본격화된 1990년 이후부터 2019년 10

월까지의 논문으로 검색을 제한하였다. 대상자는 조현병 스펙

트럼 장애나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자이며 퇴역군인, 물질사

용장애, 우울증, 노숙자, 이중진단을 받은 대상자만을 위한 동

료지원 서비스는 제외되었다. 중재는 입원, 퇴원, 위기개입 과

정에서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를 포함

하였고 중재의 횟수, 기간, 타 중재와의 병행 여부를 배제기준

으로 두지 않았다.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조군을 포함하

지 않는 연구와 다학제 팀 내에서 통합적인 결과만을 제시한 논

문은 제외되었으며, 자료의 수량적 통합을 위해 질적연구는 포

함시키지 않았다. 회색문헌을 찾기 위하여 참고문헌에 의거하

여 논문 수기검색도 병행하였다. 문헌선정 및 배제과정은 두 명

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연구자의 논의와 합

의를 통해 최종 평가에 포함될 문헌을 선택하였다.

5) 문헌선택 과정

국외 4개의 데이터를 통해 검색된 문헌은 EMBASE 574편, 



54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신소연 · 최희승

Figure 1. PRISMA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PsycINFO 466편, PubMed 229편, CINAHL 36편으로 총 

1305편이었다. 국내 데이터 베이스에서 관련 문헌은 검색되지 

않았다. 수기 검색을 통해 3편의 문헌이 추가되었고. 중복검사 

결과 139편의 문헌이 제거되었다. 이후 1,169편의 문헌에 대해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주제와 관련 있는 90편을 선정하였고,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논문 84편에 대해서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중 중증정신질환자가 연구대상자가 아

닌 논문 4편, 동료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논문 8편, 정신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되지 않은 동료지원서비스 논문 21편, 다

학제 팀 내에서 통합적인 결과만을 제시한 논문 8편, 문헌고찰 

연구 17편, 질적연구 5편,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은 단일군 실험

연구 5편, 박사학위 논문 2편을 제외한 총 14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3. 자료분석

연구자 2인은 각각 최종 선정된 14편의 논문을 읽고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논문의 재검토를 통해 공통된 

합의를 이루었고 연구설계 및 대상자, 실시된 중재방법 및 효과

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문헌평가

최종 선정된 논문의 질 평가는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

lines Network (SIGN)[23]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연구설계에 따라 대조군 실험설계(Controlled 

trial)의 평가항목 10개와 코호트 연구(Cohort studies)의 평가

항목 12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항목별 평가결과를 바탕

으로 ‘높은 질(high quality)’, ‘용인되는 수준(acceptable)’, 

‘낮은 질(low quality)’, ‘용인할 수 없는 수준(unacceptable- 

reject)’으로 구분하였다. 두 연구자는 독립적으로 문헌평가를 

시행한 후 불일치 되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질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총 14편의 문헌에 대하여 통합적 문헌고찰을 실

시하였다(Table 1). 출판 년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가 3

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4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

행된 문헌이 7편이었다. 연구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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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y of the 
Selected Studies (N=14)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5~2009
2010~2014 
2015~2019

3 (21.4)
4 (28.6)
7 (50.0)

Stud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trospective cohort study
Quasi experimental design

8 (57.2)
4 (28.6)
2 (14.2)

Sample size ≤1001 
101~1000 
≥100

2 (14.2)
8 (57.2)
4 (28.6)

Setting Community
Psychiatric outpatient clinic
From hospital to community

7 (50.0)
4 (28.6)
3 (21.4)

Countries North America
Europe
Asia

8 (57.2)
5 (35.7)
1 (7.1)

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4편, 유사 실험

설계가 2편이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101명 이상 1000명 이하

가 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명 이하가 4편, 1001명 이상이 2

명이었다. 세팅은 지역사회가 7편, 정신과 외래가 4편, 정신의

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퇴원전환기와 관련된 문헌이 

3편이었다. 연구가 진행된 국가는 북아메리카(미국 7편, 캐나다 

1편)가 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영국 2편, 독일 1

편, 네덜란드 1편, 이탈리아 1편)이 5편이었고, 아시아(일본)에

서 1편이 보고되었다.

2. 문헌의 질 평가

선정된 문헌의 질평가는 다음과 같다(Table 2). 먼저 대조군 

실험설계의 질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8편[4,5,8,10-14]과 유사 실험연구 2편[3,9]에서 모든 연구 질문

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대부분의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무작위 할당방법을 기술했지만, 2편[12,13]은 구체적인 방법

을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에서 적절한 

배정은폐가 이루어졌지만 이중맹검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모든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중재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반면, 유사실험연구인 Croft 등[3]

은 두 그룹간의 선택편향을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

했고, Nelson 등[9]은 동일 그룹의 활동적인 참여자와 비활동

적인 참여자를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두 그

룹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중재 제공 유무뿐이었으나, Greenfield 등[4]은 폐쇄병

동과 동료 위기쉼터의 환경적인 차이점과 이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아니다’고 기술하였다. 모든 문헌에서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

하여 평가하였다. 탈락률은 추적연구를 실시한 경우 최종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모든 문헌에서 26.3~74%의 높

은 탈락률을 나타냈다. Sledge 등[14]은 중재군의 탈락률만 제

시하고 대조군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Nelson 등[9]과 Rogers 

등[11]은 그룹별이 아닌 전체 탈락률만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문헌[15,7-9,12]이 12개월, 18개월 혹은 24개월 시점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긴 자료수집 기간도 높은 탈락률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문헌에서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 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장소에서 진

행한 연구의 동질성에 대한 항목에서 7편의 문헌은 단일기관

에서 진행되어 ‘적용되지 않았다’로 평가하였고, 3편[11-13]의 

문헌은 다양한 기관에서 동일한 중재를 제공하였지만 장소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므로 ‘언

급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코호트 연구의 검토항목을 살펴보면, 모든 연구에

서[1,2,6,7]에서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해당되는 3,5,6,12번째 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

았다. 모든 연구는 적절한 연구질문을 사용하였고 사전 동질성

을 검증하였다. 또한 모든 문헌에서 실행 편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적절한 통계 분석을 사

용하였으며 잠재적 교란요인을 언급했다. 결과확인 항목에서 

Kido 등[6]은 사전 입원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신뢰구간 항목은 Burti 등[2] 문헌이 신뢰

구간을 제시되지 않아 ‘아니다’고 기술했다. 모든 문헌이 잠재

적 교량변수를 고려한 결과를 보고했다. 

전체문헌에 대한 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2편은 ‘높은 질’[5,10], 

9편은 ‘용인되는 수준’[1-4,6-9,12], 3편은 ‘낮은 질’[11,13,14]로 

평가되었다. Mahlke 등[8]은 7개 항목에서 ‘그렇다’고 평가되

었지만 높은 탈락률로 인해 ‘용인되는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Simpson 등[13]과 Sledge 등[14]의 문헌은 적은 대상자 수와 

높은 탈락률로 인해 ‘낮은 질’로 평가되었다. 

3. 동료지원 서비스의 특성

본 연구결과 14편의 문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

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가 시행되었고 문헌의 대

상자, 서비스 유형, 평가시기, 측정도구, 주요 결과 등은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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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he Quality Assessment of the Studies

Author
(year)

1. Controlled trial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Overall
Exp. Cont.

Croft et al.
(2015)

Y N N N Y Y Y NA NA Y NA +

Greenfield et al.
(2008)

Y Y Y N Y N Y 38.3 53.3 Y NA +

Johnson et al.
(2018)

Y Y Y N Y Y Y 42.1 42.3 Y NA ++

Mahlke et al.
(2017)

Y Y Y N Y Y Y 26.3 51.0 Y NA +

Nelson et al.
(2006)

Y N N N N Y Y 26.7 26.7 Y NA +

O'Connell et al.
(2018)

Y Y Y N Y Y Y 43.6 21.6 Y NA ++

Rogers et al.
(2016)

Y Y Y N Y Y Y 42.0 42.0 Y CS -

Ruchelewska et al.
(2014)

Y Y Y N Y Y Y 29.0 42.9 Y CS +

Simpson et al.
(2014)

Y Y Y N Y Y Y 74.0 60.9 Y CS -

Sledge et al.
(2011)

Y Y Y N Y N Y 34.0 (-) Y NA -

Author
(year)

2. Cohort studies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Overall

Bouchery et al.
(2018)

Y Y NA N NA NA Y NA Y Y NA NA Y Y +

Burti et al.
(2005)

Y Y NA N NA NA Y NA Y Y NA NA Y N +

Kido et al.
(2018)

Y Y NA N NA NA Y NA CS Y NA NA Y Y +

Landers et al.
(2011)

Y Y NA N NA NA Y NA Y Y NA NA Y Y +

Y=yes; N=no; NA=not applicable; CS=can't say; ++=high quality; +=acceptable;–=low quality; 1.1: The study addresses an appropriate and clearly 
focused question; 1.2: The assignment of subjects to treatment groups is randomised;1.3: An adequate concealment method is used; 1.4: The design 
keeps subjects and investigators 'blind' about treatment allocation; 1.5: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are similar at the start of the trial; 1.6: The 
only difference between groups is the treatment under investigation; 1.7: All relevant outcomes are measured in a standard, valid and reliable way; 
1.8: What percentage of the individuals or clusters recruited into each treatment arm of the study dropped out before the study was completed?; 1.9: 
All the subjects are analyzed in the groups to which they were randomly allocated (often referred to as intention to treat analysis); 1.10: Where the 
study is carried out at more than one site, results are comparable for all sites; 2.1: The study addresses an appropriate and clearly focused question; 
2.2: The two groups being studied are selected from source populations that are comparable in all respects other than the factor under investigation; 
2.3: The study indicates how many of the people asked to take part did so, in each of the groups being studied; 2.4: The likelihood that some eligible 
subjects might have the outcome at the time of enrolment is assessed and taken into account in the analysis?; 2.5: What percentage of individuals or 
clusters recruited into each arm of the study dropped out before the study was completed?; 2.6: Comparison is made between full participants and 
those lost to follow up, by exposure status; 2.7: The outcomes are clearly defined; 2.8: The assessment of outcome is made blind to exposure status.; 
2.9: Where blinding was not possible, there is some recognition that knowledge of exposure status could have influenced the assessment of 
outcome; 2.10: The method of assessment of exposure is reliable; 2.11: Evidence from other sources is used to demonstrate that the method of 
outcome assessment is valid and reliable; 2.12: Exposure level or prognostic factor is assessed more than once; 2.13: The main potential confounders 
are identified and taken into account in the design and analysis; 2.14: Confidence intervals been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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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요약되어 있다. 

동료지원가 지침서에 제시된 직무영역 중에 일대일 멘토링

[8,10,11,14]을 비롯한 동료상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자기관리 프로그램[5]이 진행되었다. 동료지원 서비

스의 유형은 위기쉼터(peer crisis respite)와 소비자/생존자 

이니셔티브(Consumer/Survivor Initiative, CSI)에서 제공하

는 동료운영서비스[1,3,4,9], 동료지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신보건기관에 고용된 당사자 직원[5,7,8,10-14], 다학제 팀에

서 활동하는 동료 파트너십[6], 자조모임[2] 등으로 구분되었다. 

동료지원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료 위기쉼터는 정신과 입원에 대한 단기적(8~30일) 대안책으

로 고안되었으며, 훈련받은 동료지원가가 정신과적 위기를 경

험하는 정신질환자에게 24시간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동료 위기쉼터는 동료사업가가 서비스를 계획, 운

영, 관리 및 평가하며 전문의료인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

어서 동료운영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CSI [9]는 동료지원 서비

스, 교육과 고용, 프로그램, 소비자 역량강화,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 시스템 변화를 위한 옹호활동, 자조그룹 등의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CSI [9]는 개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된 전

통적인 자조모임에 비해 기관차원에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료운영 서비스로 구분하였

다. 자조모임[2]은 회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규적인 미팅을 통해 회원들의 주거, 직장, 건강, 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있었다. 일대일 동료지원 서비스[11]는 국립

법무병원에서 퇴원 후 보호관찰기간 중인 중증정신질환자의 

항정신성 약물 복용 및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법원명령을 준

수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5]은 위기해결 팀

에서 퇴원한 대상자가 정신과적 위기 징후를 예측하고 대처기

술을 개발하는 10회기 교육과정을 제공했다. 모든 동료지원 서

비스는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이 아닌 일대일 서비스로 제공

되었고, 자기관리 프로그램[5] 외에는 구체적인 회기 수가 언

급되지 않았다. 

동료지원 서비스는 제공된 시점에 따라 퇴원 전환기에 제

공된 동료지원 서비스[8,11,14]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제공

되는 동료 위기개입 서비스[1,3,4,12]로 구분되었다. 퇴원 전

환기 동료지원 서비스는 입원 환자에게 퇴원 후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동료 위기개입 서비스는 대부분은 위기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1,3,4]. 환자옹호 위기계획[12]은 동료옹호가와 대상자

가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치의와 재발징후와 대처전

략을 합의하여 작성한 휴대용 위기관리 카드를 대상자에게 제

공하였다. 

4. 결과 변수 및 효과

14편의 문헌에서 평가한 결과는 정신의료기관 이용률, 정신

병적 증상, 정신건강 회복,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정신건강 회복과 관련된 결과는 회복패러다임에 기초한 개

인별 회복척도의 항목들을 토대로 분석하였다[24].

첫째, 동료지원 서비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정신의료

시설 이용률의 감소였다. 동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7편의 연

구[1,3,5,6,10,12,14]에서 입원율 감소, 4편의 연구[2,9,10,14]

에서 평균 입원일수 감소, 3편의 연구[3,7,9]에서 응급실 방

문 감소, 2편의 연구[1,2]에서 비용점감의 효과가 입증되었

다. Bouchery 등[1]의 연구결과, 위기쉼터 서비스 개입 후 첫 

11개월 간 메디케이드 평균지출이 매달 2,138달러 감소했고 

2.9건의 입원이 줄어들었다. Greenfield 등[4]은 위기쉼터 사

용자의 총비용이 폐쇄병동 입원 환자보다 3배가량 낮고, Croft 

등[3]은 위기쉼터 사용자의 입원율 또는 응급 서비스 이용률이 

대조군보다 70% 낮다고 보고했다. Burti 등[2]의 연구에서는 

자조모임 참석자의 입원율이 중가하였지만 평균 입원 일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총 비용이 감소하였다. O’Connell 등[10]은 

18개월 이내 3회 이상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재입원율이 3배, 입원일수가 2배 가량 

감소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둘째, 정신병적 증상과 관련된 효과는 정신병적인 증상, 물

질사용, 기능 등이 결과변수로 측정되었다.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 척도를 사용한 연구결과, 동료 위기쉼터

[4]와 일대일 동료 멘토링 서비스[10]를 이용한 대상자의 정신

병적 증상이 호전되었고, 2편의 연구[10,11]에서 물질남용이 감소

하였다. 반면,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GAF) 

[2,4,6,8]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기능의 향상은 확인되지 않

았다. 셋째, 정신건강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질, 회복, 희

망, 웰빙,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기술 등이 결과변

수로 측정되었다. Rogers 등[11]은 일대일 동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정서적 웰빙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Mahlke 

등[8]은 삶의 질과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보고했다. Nelson 등

[9]은 CSI 참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이 향상되었

다고 보고했다. 반면 Simpson 등[13]의 연구에서는 희망과 

삶의 질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Greenfield 등[4]은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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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Peer Support Services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Services Utilization for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N=14)

Authors
(year)

Research 
design

Country
/ setting

Participants
Service 

type
Measurement 

period
Measurement Outcome

(significant*)Exp. (n)
 Cont. (n)

Bouchery 
et al. (2018)
[1]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A
Community

E: 401,
C: 1,796

Crisis respite 
services

Pre, Post & F/U 
24-month

Medicaid administrative data •Hospitalization rates*, 
Emergency department visit, 
Cost effectiveness*

Burti et al.
(2005)
[2]

Retrospective 
cohort 
study

Italy
Community

E: 44, 
C: 44

Consumer 
self-help 
group

Pre & Post
24-month 

BPRS, DAS, GAF, CAN, LQL, 
List of Costs per Unit 

•Hospitalization days*, 
Hospitalization rates, 
Cost effectiveness*

•Clinical and social outcome

Croft et al.
(2015)
[3]

Quasi-experi
mental 
design

USA
Community

E: 139, 
C: 139

Peer respite 
program

Pre & Post
24-month 

County-derived demographic 
and service use data

•Hospitalization rates*, 
Emergency department visit*

Greenfield 
et al. (2008)
[4]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SA
Community

E: 196, 
C: 197

Crisis 
residential 
program 

Pre, Post,
F/U 6-month 

& 
F/U 12-month

BPRS,GAF, HSCL-40, QOLI 
Rosenberg Self-Esteem Scale, 
SSS-RES, UCDI

•Cost effectiveness
•Psychiatric symptoms*
•Service satisfaction*, Self-esteem, 

Life Enrichment, Functioning

Johnson et al.
(2018)
[5]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K
Community

E: 221, 
C: 220

Self- 
management 
intervention

Pre, Post & F/U 
18-month

Questionnaire on the Process 
of Recovery, BPRS, Illness 
Management & Recovery 
Scale,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UCLA 
Loneliness Scal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Rehospitalization rates*
•Symptom severity
•Self-management skills, Loneliness, 

Service Satisfaction, recovery, Social 
network size

Kido et al.
(2018)
[6]

Retrospective 
cohort 
study

Japan
Outpatient
clinic

E: 108, 
C: 184

Outreach 
model project

Pre & Post
6-month

GAF, SBS •Hospitalization rates*
•Problem behaviours
•Social functioning 

Landers et al.
(2011)
[7]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A
Outpatient
clinic

E: 1,910, 
C: 3,820

Peer support Pre & Post
24-month

Medicaid, Georgia, Division of 
MHDDAD,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Hospitalization rates, 
Crisis stabilization*

 

Mahlke et al.
(2017)
[8]

Randomized 
controlled 
trial

Germany 
from 
hospital to 
community

E: 114, 
C: 102

One-to-one 
peer support 
intervention

Pre,Post & F/U 
12-month

CGI, GAF, GSE, EQ5D, 
Modular System for 
Quality of Life

•Hospitalization rates
•Self-efficacy*, Quality of life*
•Clinical functioning, Severity of 

illness

Nelson et al.
(2006)
[9]

Quasi-experi
mental 
design

Canada
Community

E: 61, 
C: 57

Consumer 
Survivor 
Initiatives

Pre, Post & F/U 
18-month 

Social Provisions Scale, Self 
-Esteem Scale, Meaningful 
Activity Scale, Quality of life, 
Symptom Distress Scale

•Hospitalization days *,
Emergence department visit*

•Quality of life*, Empowerment, 
Employment or education*

•Social support*, Community 
integration 

O'Connell 
et al. (2018)
[10]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SA
Community

E: 39, 
C: 37

Peer mentor 
intervention

Pre, Post & F/U
9-month 

ASI, BPRS, SF-36, Hope Scale, 
Modified Social Functioning 
Scale, Sense of Community 
Index

•Rehospitalization rates *, 
Hospitalization days*

•Psychiatric symptoms*, Substance 
use*

• Sense of community*

Rogers et al.
(2016)
[11]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SA from 
hospital to 
community

E: 63, 
C: 50

One to one peer 
support

Pre, Post & F/U 
6-month

ISEL, BASIS-24, RAS, BQOL •Substance abuse*
•Quality of life *, Recovery, Emotional 

well-being*

Ruchlewska 
et al. (2014)
[12]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etherlands 
Outpatient 
clinic

PACP: 69,
CCP: 70, 
C: 73

Patient 
advocate 
crisis plan

Pre & Post
18-month

Adult Social Report Scale, 
Services Engagement Scale, 
Working Alliance Inventory, 
HoNS

•Court-ordered admissions*, 
Emergency department visit, 
Hospitalization rates

•Service engagement, Social-support, 
Therapeutic alliance

Simpson et al.
(2014)
[13]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K from 
hospital to 
community

E: 23, 
C: 23

Peer support 
program

Pre, Post & F/U 
3-month 

BHS, EQ-5D Quality of Life, 
UCLA Loneliness Scale  

•Cost effectiveness
•Hope, Loneliness, Quality of life 

Sledge et al.
(2011)
[14]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SA
Outpatient 
clinic

E: 38, 
C: 36

Recovery 
mentor 
program

Pre & Post
9-month

Medical records and an 
administrative database

•Rehospitalization rates*, 
Hospitalization days *

ASI=addiction severity Index; BASIS-24=behavior and symptom identification scale; BHS=beck hopelessness scale;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QOL=brief quality 
of life scale; CAN=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CCP=clinician-facilitated crisis plan; CGI=clinical global impression scale; C=control; DAS=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EQ-5D=EuroQol questionnaire; E=experimental; GAF=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GSE=german vers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HoNS=health of the nation outcome scales; HSCL-40=the self-report hopkins symptom checklist-40; ISEL=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LQL=lancashire quality of 
life; MHDDAD=mental heal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addictive diseases; PACP=patient advocate crisis plan; QOLI=the quality of life interview; RSA=recovery 
self-assessment scale; SBS=the social behaviour schedule; SF-36=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1.0; SSS-RES=the service satisfaction scale-residential form; UCDI=the 
uniform client data inventory; UCLA=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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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등[5]의 연구에서 자기관리기술의 유의한 변화는 발

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효과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직업과 교육의 참여 등이 결과변수로 사용되었다. Nelson 등

[9]은 CSI 이용자의 교육이나 직업의 참여율과 사회적 지지의 

상승을 보고했고, O’Connell 등[10]은 공동체 의식의 긍정적

인 변화를 확인했다. 반면, Johnson 등[8]은 사회적 네트워크

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고, Ruchlewska 등[12]에서도 사회

적 지지의 변화는 보고되지 않았다.

동료지원 서비스의 효과는 사전, 사후, 추적연구로 평가되

었는데, 6편의 문헌[2,3,6,7,12,14]은 사전사후 결과를 분석하

였고, 나머지 8편의 문헌[1,4,5,8-11,13]에서 사후 검사 후 추

적평가를 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제공기간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Croft 등[3]은 동료 위기쉼터 사용자의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율이 초반에 감소하다가 9일 이상 머문 경우에 대

조군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양상을 보고했다. 

Nelson 등[9]은 CSI에서 동료지원 서비스를 9개월 동안 제공

한 결과, 응급실 방문율만 절반으로 감소했고 다른 변화는 없

었지만, 18개월 후 추적연구에서는 입원기간의 감소와 사회적 

지지, 고용 및 교육 유지, 삶의 질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

했다. 

논 의

정신질환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높아 치

료의 연속성과 통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국내 탈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늘어났고 장기 입원율은 여

전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지원가는 중증정신질환자에

게 정신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퇴원전환기 대상자

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의료시

설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

후 절차보조 사업을 비롯한 동료지원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동료지원 서비스는 정신의료시설 이용률의 감

소에 효과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입원율, 재입원율, 평균 입원

일수, 응급실 방문율 등이 감소되었다. 이는 동료지원 서비스

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위기관리에 효과적이며 주거 지원을 통

해 장기 입원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동료

지원 서비스가 정신병적 증상, 정신건강 회복,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비일관적이었다. 이는 만성적인 중증정신질환

의 특성과 국가별 정신보건 시스템의 수준 차이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동료지원 서비스의 효

과적인 전략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지원 서비스의 효과는 위기쉼터를 비롯한 동료운

영 서비스[1,3,4,9]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10,14]에서 두드러

졌다. 전반적으로 위기쉼터 서비스는 입원율 감소와 비용 효과

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며, 일대일 멘토링 서

비스 대상자의 정신병적 증상, 물질남용, 삶의 질, 정서적 웰빙, 

자기효능감 등이 향상되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료 위기쉼

터를 운영하며 절차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 단체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이다. 동료운영 서비스를 활성화하

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는 역량있는 동료지원가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동료들에게 슈퍼비전

을 제공하는 동료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추후 이러

한 동료리더는 동료 위기쉼터나 CSI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

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료 멘토들이 단순한 지

지상담에서 진일보하여 증거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동료지원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roft 등[3] 연구에서 위기쉼터 사용자의 입원율 

또는 응급실 이용률이 초반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일 이

상 머문 경우에는 대조군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기간(14일 이내) 동료 위기쉼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Nelson 등[9] 

연구에서 CSI를 이용한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응급실 이용

률만 감소했는데, 18개월 후에는 사회적 지원, 고용 및 교육 유

지, 삶의 질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만성적

인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셋째,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지원가

의 역할과 책임, 기밀 유지 및 치료상의 경계 등을 명확히 할 필

요성이 있다. 동료지원가는 입원 환자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정신병적 증상관리와 회복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일대일 동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질적연구결과, 입원 병동에서의 동료지

원은 동지애와 우정, 나서서 돕기, 고통에 대응, 사적인 대화, 함

께 하면 더 강해진다 등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25]. 반면, 동

료지원가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안전과 기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동료

지원가에 대한 두려움도 언급되었다[26]. 추후 이러한 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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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절차보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절차보조사업의 법제화와 공적인 등

록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비자의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치

료 명령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14]. 절차보조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동료지원가를 전

문적인 직무영역으로 인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절차보조사업에 

동참하는 정신의료기관의 협조가 선행되고 당사자단체, 가족

단체,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

족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료지원가와 상호협력적인 시스템 구축

해 나가야 한다.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Dartmouth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Scale (DACTS)은 질평가 항목에 동

료지원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27]. 특히, 정신간호사는 동

료지원가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들과 함께 퇴원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전문인력이다. Peplau의 

대인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퇴원전환기 모델(The Tran-

sitional Discharge Model, TDM)은 퇴원 예정인 환자에게 병

동 간호사와 지역사회 사례관리자가 협력하는 전문가 서비스

와 동료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모델이다[28]. 퇴원

전환기 모델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율과 비용 감소 효과를 

나타냈고 퇴원 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되었다[28].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동료지원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경

험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1305편의 관련 문헌이 검색되었으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을 적용한 결과 14편의 문헌만이 분석에 적합하였고 무작위 대

조군 실험 설계는 8편에 불과했다. 이는 연구의 특성상 대상자

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에 이중 맹검을 적용하는 과

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가 적고, 중도 탈락률이 높으며 표본크기 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연구의 질이 낮게 평가되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엄밀한 연구설계 및 통계적 산출과

정으로 표본수를 산정하고 적절한 대상자수를 확보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Rogers 등[11]은 동료지원 서비스가 추구하는 

자기결정권이 무작위화에 의 해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동료지원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상호 간 회복경

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질적연구와 과학적인 양적연구를 통합

하는 혼합연구가 효과적인 연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

과는 동료지원 서비스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미치는 영

향만을 보고하였고, 서비스 제공자인 동료지원가에게 미치는 

양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동료지원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

로 질적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 동료지원 서비스는 상호 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동료지원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가와 동료지원가

의 치료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절차보조사업의 효과

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기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일반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시스템이 단편

화된 국가에서 동료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의료시설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적용되었다. 미국은 

2005년부터 회복관점으로 정신보건 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

면서 개인의 회복척도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정책과 서비스 기

관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24]. 선진화된 

해외 정신보건 시스템에 비해 국내 정신보건사업은 여전히 전

문가 주도형에서 벗어 못하고 있다[21]. 서울시정신건강증진

센터의 동료지원가 교육과정은 내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인 기반과 효력이 제한적이며[12], 동료지원가의 직무

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전문적인 직무

영역으로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12]. 국내 정신장애인의 

회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

트, 자기효능감, 사회기술, 전문가와 관계, 낙인, 가족지지 순

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입원 대상자를 위한 사

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9]. 국내 회복 관련 척도는 

Bullock (2005)이 개발한 것을 송경옥(2010)이 표준화한 한국

어판 정신건강 회복척도(Mental Health Recovery Measure, 

MHRM-K)[24]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추후 국내 실정에 맞는 

회복 관련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아직까지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높은 탈락률로 인한 방법론

적인 한계를 보였으며 국외 문헌만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어 국

내 정신보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동료지원 서비스의 특성과 효

과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동료지원 서비스의 전략과 방법은 

향후 국내 절차보조사업을 비롯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

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 개발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Vol. 29 No. 1, 2020 61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 론

본 연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의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위기쉼터를 비롯한 동료운영 서비

스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

관 이용률의 감소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국내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적용하기 위

한 핵심전략은 동료지원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신건강전문가와 동료지원가의 상호협

력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료

지원 서비스는 퇴원 후 치료의 연속성을 증진하고 정신과적인 

위기에 대처하여 재입원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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