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지의 정신장애/심리적 문제 지지하기: 
당사자 주변인의 입장에서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관련 문서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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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사자 동지와 소통하기 



가장 먼저, 동지가 처해 있는 정신건강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초기 증상 및 sign
을 읽음으로써 
더  나은 병식을 
갖도록 독려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및 전문적 
개입 가능

동지의 정신장애
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공유

조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 
방법 모색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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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 (SNS 등을 보고) 걱정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해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 동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동지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부모나 파트너 등)
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겪을 때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어요?



How to Talk about Mental Health?

- (SNS 등을 보고) 걱정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해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 동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동지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부모나 파트너 등)
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겪을 때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어요?

TIP: 당사자 동지는 현재 급성 삽화 등의 이유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정신건강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A. 당사자 동지가 조직에 필요로하는 돌봄care및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B. 주변인으로서의 걱정과 지지를 표현합니다. 

C. 당사자 동지에게 조직과 다른 동지들의 지원이 가능하며, 정신 건강 문제는 전문
가를 통해 치료/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D.당사자 동지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돌봄 및 지원에 대해 물어봅니다. 



정신건강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E. 당사자 동지와 함께 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 당사자 동지를 
논의로 부터 소외시키지 마세요. 반드시 당사자와 함께 계획하세요.  

F. 조직 차원에서 정신 건강과 관련한 사실들을 교육시키세요. 정신장애에 대한 차
별과 혐오를 막기 위한 기본인 동시에, 조직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입니다. 

G. 이 모든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동지를 존중하고, 공감해주세요. 



Ⅱ. 주변인으로서 알아둘 TIP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만성 질환자의 질병 관리·예방·
재활 지원, 시민들의 건강 관리

정신 건강을 위해 설립됨.

정신건강상담, 방문사례관리, 
치료연계 위기관리, 조기검

응급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 지역에
터를 두고 있음. 

가족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받을 있음.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
상담 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검사도
지원받을 있음.

개인은 8회기, 집단은 10회기까지 무료
상담을 받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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