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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 바커＆부케넌바커（2010）：타이달 모델 
• 이토・小平・井上・穴澤（2010）：浦河베텔의 집의 원조론이나 타이달 모델에서는 
당사자의 내레이티브에 주목. 

• 小平・이토(2010：이전 발표)：투병기는 간호학 교육 및 간호사의 지식창조에 그 
의의가 크다. 

  「내레이티브 교재」로서의 투병기의 유용성을 강조.  

►본 연구에서는 통합실조증 당사자의 대표적인 투병기로 그 체험과 
내레이티브의 구조를 밝히고 정신보건간호학과 간호원조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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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내레이티브：관해(寛解)란 무엇인가? 

 「관해remission」→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시민설문조사:환자가 알기 힘든 의사 사용 용어 
100개 중의 하나（朝日新聞朝刊2008年7月8日） 

 정신의학사전（弘文堂）（論理科学的様式） 
양성증상이 소실하여 안정적인 병상이 보인다면 
‘관해’라고 한다. 

 古川奈都子（2001）（物語り様式） 

    정신병에서는 완전히 치유된 상태도 아니고, 발병 
전으로 돌아 가는 것도 아니지만 발병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겨우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관해’라고 한다. ‘관해’했다란 스스로가 크게 
성장하다, 혹은 비약했다란 것을 가리킨다. 古川는 이 
난해한 ‘관해’란 용어를 투병체험을 근거로 하여 
선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3 



【연구방법】 

• 【연구대상】古川奈都子（2001）『마음이 
아프다란？』BUDOU社 

• 저자는 기업교육연구회（2008）의 
편견저감교육도 협력하는 저명한 
당사자이다.  

• 【연구방법】대상인 투병기의 내용이나 
의미의 질적 분석(개별분석)을 행함과 
동시에, 

• 텍스트의 양적 분석을, Text Mining 
Studio Ver.3.1을 사용하여, 
단어빈도분석으로 출현횟수, 
대응분석으로 각 장과 빈출 단어와의 
관계, 특징어 분석으로 각 장에 특징적인 
단어를 추출하여 투병기의 구조와 
특질을 질적 및 양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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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투병기는 자전이며 전기의 일종인 까닭에,전기분석법（西平, 1996） 
중의 개별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에 의해 투병기의 구조를 밝힌다. 

• 그리고, 정신간호로서의 간호교육이나 졸업 후 교육, 또는 자기 
연마의 교재로서의 투병기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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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①투병기의 내용 요약 
• 글머리 「 마음의 병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세요 」; 이 책의 집필동기가 
정신분열병(이하, 통합실조증)을 앓는 사람에 대해 이해해줄 것을 
이야기한다.  

• 제1장「나로부터 당신에게」; 정신장해란 비하될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님을 
「관해」를 키워드로 하여 이야기한다. 

• 제2장「병이 걸려 오히려 다행」; 저자 자신의 생육력과 발병경험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과가 소개된다.  

• 제3장「이렇게 대해준다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통합실조증을 앓는 
사람들의 연약함, 어려움의 구체적인 예와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야기한다.  

• 제4장「『당신』과『나』의 관계로」;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 나아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실조증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야하는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 맺는 글 「모두 함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 후기; 이 책을 쓰게 된 경과와 더불어 집필이 의미있었다는 감상을 
이야기한다. 

6 



【결과】②단어 빈도 분석 



【결과】③각 장과 사용빈출단어의 대응 버블 분석 

그림1. 7개 부분과 빈출단어와의 관련 대응분석(수량화III류）의 그림 8 

 



【결과】④각 장의 특징 단어 

►글머리; 「친절하다」「동료」「사람들」등、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를 갈구하는  표현. 
►제1장; 「아이」「병」「장해」「관해」등、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긍정하고 있다.  
►제2장; 「어머니」「마을」「학교」「친구」「결혼」등, 생육력에 관한 단어. 
►제3장; 「망상」「몸」「환청」등, 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체험에 대한 단어. 
►제4장; 「능력」「가족」「장해자」「편차치」등、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메시지의 표현.  
►맺음글; 「병」「분열병」「체험」등, 병과 공생하는 자신에 대한 표현. 



【고찰】①내레이티브 교재로서의 유효성 

 이 책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기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병 
경과를 되돌아 보면서 병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를 긍정함과 
동시에 비당사자인 독자에게 당사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이러한 기술의 내용은, 간호학생의 교육 및 간호사의 
자기연마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레이티브 교재narrative 
educational materials（小平・伊藤,2009）로서 가치가 있다. 

 
 小平朋江・伊藤武彦 2009. 내레이티브 교재로서의 투병기:다양한 
미디어에 있어서의 정신장애자의 이야기의 교육적 활용, 마크로・
카운셀링 연구, 8,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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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②투병기의 의의 
           ＝「살아가기의 고달픔」에 대한 간접적 
체험 

• 八木(2009)는 정신병리학의 
기본은 당사자의 이야기에 서 
출발해야만 하며, 투병기의 
정신의학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투병기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환경측의 문제도 포함한 
「살아가기의 
고달픔生きにくさ」의 체험（武
井,2005; 2009）에 대한 실례가 
풍부하다는 점이 개별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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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③ 투병기의 위상 
小平朋江・伊藤武彦 2009 내레이티브교재로서의 투병기: 다양한 미디어에 있어서의 
정신장해자의 이야기의 교육적 활용 마크로・카운셀링 연구, 8, 50-67.에서 

• 정신간호에 있어서,  
• 임상장면에서의 
직접적 내레이티브 
체험과 함께,  

• 투병기를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간호사 
입장에서의 간접적 
내레이티브 체험이 
갖는 의미가 크다. 

그림2. 경험을 지(知)로 변환하는 ‘지식구조’ 
(中山,2004)에 대한 투병기의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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