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태평양계의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되어가는 삶
Recovery for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Living with Mental Illness

어느날 당신이 정신과 진단을 받게된다면, - “예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까?”, 혹은 “내 인생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은 후 놀라 스스로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쩜 당연하다고도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부족하고 그릇된 인식으로 생긴 수치감과
오해로 진단 받은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시안·태평양계
(아태계) 커뮤니티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심장이나 폐에 연관된 병에 걸릴 수
있듯이 우리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뇌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의 잘못으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종, 교육,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에 대해
당신이나 가족들이 책임질 일도 비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사실
•

정신질환은 성격적 결함이나 불우한
양육, 부족한 신앙심때문에 발생하는

진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효과적인 정신과 치료에 임하기 위해선 정확한
발병원인,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 등의

것이 아닙니다.
•

것이 아닙니다. 심장과 폐에 질병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생길 수 있듯이 우리의 뇌에도 병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가 다른 사람들도 가질

생길 수 있습니다.

수 있으며 그것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을 되찾고

정신질환은 누구의 잘못으로 생기는

•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효과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장애란 무엇인가요?
전국정신건강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미국인 네 명 중 한 명은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태계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전국동양인여성건강기구는 15 ~ 24살 사이의
여성 중 아시안계의 자살 사망율이 다른 인종과 민족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장애는 사람의 기분과 생각, 행동과 감정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분과 생각, 행동,
감정에 이상 변화를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의 적응력과 직장 업무능력, 대인관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요우울증, 불안증,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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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환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정신장애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정신장애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정신장애와 함께하는 생활은 힘들지만 증상의 호전과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환자들은 불확실한 예후를 극복하며 호전된 증상과 함께 의미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회복이란 여러 의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약물중독
정신건강협회에선 회복을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며 끊임
없는 자신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 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은 회복을 나만의 개성이
담긴 인생의 먼 여정 길이라고도 합니다.
정신장애의 회복이란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회복의 과정도 개인마다의 독특한 경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회복과 함
께 각자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재발견하며 인생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태계가 생각하는 정신장애의 회복이란?
정신장애의 회복과정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그것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회복을 위하여 아래의 여섯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희망. 희망은 회복을 이루는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없이는 회복을 바라기 힘듭니다. 정신장애는 인종, 경제권, 교육적 기반에 관련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

지원과 배려. 당신에게 감정적 지원과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을 들어주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아플때 연락하고 재발의 징후까지
알려줄 수 있는 가족, 친구나 가까운 직장동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아태계 커뮤니티에선 가족들간의 격려와 지원이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수치감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 외부의 도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엔 비슷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연락하여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NAMI Connection
(www.nami.org/connection) 서포트 구릅에 무료로 참석하여 정신장애 극복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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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지식.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장단점이나,
증상을 유발하는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면 증상의 악화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태계 문화적 정서에 맞는 치료 서비스를 찾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NAMI
(www.nami.org/AAPI), the National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Mental Health
Association (www.naapimha.org), the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Families Against
Substance Abuse (www.napafasa.org), 이 외에 지역 보건단체에서 정신장애 치료와
회복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대응전략.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는 이제 우리들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의 회복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들은 건강한 음식섭취,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하여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균형잡힌 생활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아태계인들은 영적인 믿음과 종교적 관습으로 균형잡힌 생활을 유지하려 합니다.
몸과 마음의 중요성을 모두 이해한다면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아태계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장점 중심. 당신의 단점보단 장점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병에
집착하기보단 인생의 긍정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비록 작은 성취에도 크게
만족하기 바랍니다.

•

자기 결정과 지지. 당신에게 알맞는 치료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많은
아태계 커뮤니티에선 가족의 최고 연장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인에게 당신의 치료방법에 가족들의 생각과 역할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치료에 대한 결정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요.
현재 받고있는 치료에 대한 당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선택과 권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법인 Civil Rights Act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 Title VI 에 의하면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43e4.html) 연방정부로부터 기금
보조를 받는 단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 사무국 (the Office of Civil Rights.
www.hhs.gov/ocr/)이나 지역 보건국에서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환자의 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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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 Hearts & Minds 프로그램에선
(www.nami.org/Content/NavigationMenu/Hearts_and_Minds/Medical_Self_Advocacy/Cu
lturally_Competent_Care.htm.) 다양한 문화적 케어와 자기 옹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회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긴 과정입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 많은 부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과 감정적 요소 모두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인 회복이란 바로 이러한 모든 요소에 관심을 갖고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본인뿐만이 아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의료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밀접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듯이 당신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가족과 친구, 그리고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도 필요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태계인들은 오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희망과 도움을 받으며
나름대로의 의미있고 성공적인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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