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와 사실:

정신병의 낙인과 이로 인한 차별

오해

사실

정신병은 나와는 무관하게

캘리포니아주의 성인 5명중 1명꼴로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 문제로 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필요하다.i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략 9백만명의 미국 어린이들이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중1/5에 해당되는 어린이들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ii
어린이와 성인들 모두 주의력 결핍성 과잉 행동 장애, 산후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정신병은 치료가되지

치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도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병

않으며 평생을 함께 한다.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다양한 치료와 도움으로 인해 70-90%정도의 개인들은 증세가 크게
완화되었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iii

내 아들/딸이 행동을

조사에 의하면, 모든 정신 장애의 절반은 14세까지 이미 시작되고,

이상하게 하는데 단지

4분의 3은 24세까지 발생한다.iv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분 장애 증세가 시작되고나서 평균적으로 6-8년 (불안 장애
증세인 경우에는 9-23년) 이 지나서야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실태이다.v

정신 질환으로 진단 받은

미국내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폭력 범죄는 기껏해야 전체의 3%정도만 차지

사람들은 위험하기때문에

하고 있다.vi

피해야 한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것 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25%이상이 폭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고, 이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비해 거의 12배나 더 높은 수치이다.vii

나는 정신 질환으로

불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에 덧붙여, 실제 또는 인지된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해

정신 질환 때문에 누군가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차별을 하고 있지는

•

않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서 일하거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1990년 미국 장애인 법에 의하면, 고용주나 공공 서비스 기관이 정신
질환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정 주택법 (1968년 민권법 제8조) 에 의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가 정신 질환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해

사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많은 사람들은 낙인과 차별이 그들의 정신 건강 문제 자체보다도 그들의 삶의

아니기 때문에 정신 건강

질에 대한 더 큰 도전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신은 정신 질환으로 진단 받은 사람들을 일터나 지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낙인을 끝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일, 임차권, 공공서비스 또는
단순히 존중받는 대화를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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