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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귀시설의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10년에 걸

쳐 추적 조사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의 1개 사회복귀시설에 등록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집단은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시설에 등록되어 있으나 자발적인 의사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정신장애인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측정 후 매 1년 간격으로 10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위계적 선형모형(HLM)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사회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

과가 있었다. 둘째,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은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

째, 연구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은 볼록포물선의 궤적을 나타내며 변화하고 있음을 검증하였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한 다양한 정신사회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마

지막으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삶의 질, 10년 종단연구, 위계적 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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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한 개인이 자원과 기회에 접근 및 건강상태뿐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Eack and Newhill, 2007), 최

근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Narvaez et al., 2008). 특히, 정신장애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계획에서부터 성과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Fitzgeralda et al., 2003; Fleury et al., 2013).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국내외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

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박병선 외, 2013; Pilling et al., 2002; Eack and Newhill, 2007; Bartels and 

Pratt, 2009; Karow et al., 2014). 더욱이 최근에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종단적인 변화 및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Herbener and Harrow, 2001; Fitzgeralda et 

al., 2003; Kumazakia et al., 2012; Landolt et al., 2012; Pan et al., 2012; Ritsner et al., 2012a, 

2012b; Fleury et al., 2013; Michalaka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에서 그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질 수

준 및 관련된 요인, 삶의 질 수준의 변화 등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임상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들은 횡단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Herbener and Harrow, 2001; Fitzgeralda et al., 2003; Ritsner et al., 2012a, 2012b; Fleury et al., 

2013). 예를 들면, Michalaka 외(2013)의 연구에서는 3개월 간격으로 18개월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기

분장애 환자의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 있으며, Fleury 외(2013)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8개월 간격을 두고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Ritsner 외

(2012a, 2012b)의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와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하여 초기값과 10년후 

값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임상관련 변인(Ritsner et al., 2012b)과 심리사회적 변인

(Ritsner et al., 2012a)으로 제시하여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더욱 풍부한 경험적 근거를 제

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2005년에 

실시된 배성우와 김이영(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사

실험설계를 활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초기측정을 실시한 후, 5차례에 걸친 반복측정을 실시하여 정신

사회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1년에 이루어진 배

성우 외(2011)의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약 5년에 걸쳐 제공된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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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중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경우 삶의 질이 전

반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비교집단에서는 삶의 질이 감소하

거나 초기치를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정신사회재활프로그

램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2005

년과 2011년에 발표된 두 연구의 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총 10년에 걸쳐 제공된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종단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

다. 첫째, 연구의 설계와 관련하여 많은 종단연구들에서 사전-사후검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

부분이며(Fitzgeralda et al., 2003; Kumazakia et al., 2012; Pan et al., 2012; Ritsner et al., 2012a, 

2012b; Fleury et al., 2013), 여러 번 반복측정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못한 실정이다(Herbener and Harrow, 2001; Landolt et al., 2012; Michalaka et al., 2013). 하지만 본 

연구는 10년 동안 매년 반복측정을 하여 측정된 횟수가 총 11회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실험설

계 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하고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

다. 둘째,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열악한 연구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제한 요인을 극복

하기가 어렵다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시

도하는 10년간에 걸친 종단적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연구의 시도 자체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10년간의 종단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이 어떠한 경향

을 보이면서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이 그들의 삶

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적 연구가 확대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한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10년간의 연구기간에 걸쳐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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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고찰

1)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한 개인의 건강상태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

활 여건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Eack and Newhill, 2007), 우리나

라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전통적인 입원치료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중심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상완화나 기능의 회복이라는 단편적인 측면만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주

관적인 회복의 과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입

장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정숙·이선영, 2014). 그러나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은 다양한 개인적·

임상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정신장애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증상, 사

회적 기능의 저하,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 등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김희국, 2014).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 아래 정

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특히, 대부분의 정신보건시설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정신사회재활모델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 정신사회재활모델

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 ⇔ 기능결함 ⇔ 역할장애 ⇔ 불이익”의 

네 영역에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각 영역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

정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활에 성공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신사회재활모

델의 네 가지 영역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박병선·배성우,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정신보건기관들에서는 정신사회재활모델에 기반하여 정신장애인에

게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일상생활관리, 인지재활 등을 포함하는 사회기술훈련, 약물증상관리프로

그램,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 편견해소 캠페인 등의 다양한 정신사회재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재활과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김이영, 

2006). 실제로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정신보건기관에서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

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용표, 2003; 김이영, 2006; 

김정숙 외, 2013; 서득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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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접근방법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

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성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Burns, 2007). 그 중에서도 삶

의 질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통합적인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

다(Fleury et al., 2013). 특히,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 및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정신장애인들에게 실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목표의 설정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박병선 외, 

2013). 

현재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된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성과를 삶의 질로서 확인하고 있는 

연구는 크게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횡단연구로는 이용표(2000)의 연구

에서 정신장애인이 3개월간 제공받는 직업재활서비스 수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배성우와 김이영(2005)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정신장애인 374명을 대상으로 이용기간에 따라 3집

단(6개월 미만, 6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재발율과 증상, 기능 및 삶의 질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 결과, 이용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김이영(2006)의 연구에

서는 1년간 제공된 정신사회재활 서비스가 사회복귀시설의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황태연 외(2001)의 연구에서는 7개소의 정신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

인에게 제공된 3년간의 정신보건프로그램이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배성우와 김이영(2005)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한 뒤, 15-20개월에 걸쳐 제공한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정신장애

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정신사회

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

고 배성우 외(2011)의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사회복귀시설에서 5년 동안 제공되는 정

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삶의 질 총점과 하위영

역 중에서 ‘긍정적 자기지각’영역과 ‘불편감’영역에서 실험집단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형태

를 보이는 반면, 비교집단의 삶의 질은 하강하거나 초기치를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적어도 5년 동안 지속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

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대 5년 이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10년간의 장기적인 반복측정을 통해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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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외의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들이 극히 드물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사용하여 두 집단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사회복귀시설에 등록하여 시설에서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23명으

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

회복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정신장애인 23명이었다. 실험집단에 속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복귀시설

에서 제공되는 통합적인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반면, 비교집단에 속한 정신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1회에 걸친 가정방문을 통하여 기초적인 상담서비스만 제공되어 졌으며 시설에

서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지는 않았다. 비교집단에 제공된 서비스는 일주일간의 상태

파악(약물복용 여부 확인, 증상의 변화 여부 확인, 주요 생활사건 파악 등) 수준에 머물렀으며, 임상

적으로 의미가 있는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자료는 대구 지역에 소재한 1개 사회

복귀시설에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DSM-Ⅳ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로 진단된 사람을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정신장애인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2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시설에 신규

로 등록을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정신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초기측정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

을 실시한 후, 매 1년 간격으로 총 10회(초기 측정치 포함, 총 11회)에 걸쳐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반복측정을 실시하여, 개별 연구대상자별로 최장 10년에 걸쳐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의 경

우에는 시설에 등록한 직후에 초기측정을 실시하고 1년 간격으로 총 11회(초기측정치 포함) 반복측정

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재활서비스의 평가도구로 삶의 질을 선정하였으며, Wilkinson 외(2000)이 개발한 정

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 척도(The Schizophrenia Quality of Life Scale; SQLS)를 김소형(2002)이 

번안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삶의 질 척도가 긍정적 자기지각, 불편

감, 정서적 불안정성의 세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QLS는 총 30문항의 자기

보고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해당문항들을 역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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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였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0.91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자기지각(1, 6, 7, 9, 12, 13, 15, 16, 18, 19, 

20, 22, 23, 26, 28, 29번 문항), 정서적 불안정성(4, 8, 21, 24, 27번 문항), 불편감(2, 3, 5, 10, 11, 14, 

25, 30번 문항)의 신뢰도는 .78 ~ .9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다층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기법을 활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층선형모형 기법은 종단적 연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측정을 실시한 

자료의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Hox, 2010). HLM 기법은 일반적으로 2단계를 거쳐 자료 분석을 시도

한다. 먼저 1단계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π  π  π   ε (1 단계 모형)

 = 개인;   = 번째 측정;  = 측정시점;  = 잔차(residual)

수식에 나타난바와 같이, 1 단계 모형에서는 시간(T)이 경과함에 따라 개인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설정한다. 1 단계에서 설정된 절편값(π)과 기울기(π) 및 2

차 함수값(π)은 2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2단계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π절편   γ  γ 집단 ζ
π기울기   γ  γ 집단 ζ (2 단계 모형)

π곡선기울기   γ  γ 집단 ζ
ζ= 잔차(residual)   

2단계에서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독립변수를(본 연구에서는 더미코딩 한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구분이 독립변수임) 모델에 산입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통

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거쳐 제시되는 마지막 결과물은 독립변수(개입의 정도)가 

각각의 종속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치를 제공한다.

HLM 기법은 Repeated measure ANOVA에 비해 반복측정 자료에 결측치(missing data)가 있어도 

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측정시점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분석이 용이하며, 개인이 나타

내는 변화의 차이를 다른 변수를 사용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Singer and Wille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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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귀시설의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귀시설은 교육 훈련 중심의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는 시설

로서 등록회원은 130여명이며 일일 평균이용 회원의 수는 약 75명이다. 연구가 실시되는 동안 사회복

귀시설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크게 정신재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자치활동프로그램,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

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병과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약물, 

증상교육, 대인관계훈련, 스트레스 관리 등을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대부분 1주일에 2회 정도 실시되

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와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프로그

램은 아니지만 시설 내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1주일에 1회 정도 실시되었다. 사회적응훈련

은 시설 밖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관공서 방문, 주말활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1주일에 1

회 실시되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취업을 하고 있는 회원을 1주일에 1회 방문하여 상담하는 취업장 

방문과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교육(12주 프로그램)과 1달에 1회 가족 상담이 실시되었다. 자치활동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회회의(1주일에 1회)와 취업자 모임(1달에 1회)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

은 편견 없애기 홍보 및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을 의미한다. 실험집단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수나 참여빈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재활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주제는 정신장애인들이 제공받은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정

도와 참여빈도가 재활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10년 동안 제공받은 서비

스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함에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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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정신재활프로그램
정신재활을 위한 기초교육, 스스로 관리하는 약물․증상교육, 좋은 대인관
계 교육, 사회인지, 스스로 관리하는 스트레스, 인지재활, 자신감향상, 재
기교육, 조망지향적 사회기술훈련 등

교육 프로그램

수화교실, 수학교실, 영어교실, 알코올․금연교육, 원예교실, 음악교실, 공
예교실, 당구교실, 동요동시, 무용교실, 미술교실, 서예교실, 연극교실, 영
화교실, 요가교실, 지점토교실, 바느질교실, 요리교실, 종이접기교실, 펜
글씨, 개인상담, 집단상담, 치료레크레이션, NIE 등

사회현장훈련
관공서 방문, 삶의 체험, 야외활동, 야유회, 시장보기, 주말활동, 위생(목
욕, 이미용), 스포츠(일요등산, 산책, 스트레칭, 축구, 체육대회, 볼링, 태
권도)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취업장 방문, 취업전 교육, 구직활동(인력은행, 채용박람회), 보호작업장 
이용, 컴퓨터교육 등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자치활동프로그램 자치회의, 취업자모임 등

특별활동프로그램 정신장애인 편견 없애기 홍보, 장애인의 날 행사, 송년회 등

<표 1>  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나이는 시설

이용집단 34.86세, 가정방문집단 37.17세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교육연한은 시설이용집단 12.00년, 가정방문집단 12.86년으로 가정방문집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력기간은 시설이용집단 12.43년, 가정방문집단 13.65년으로 가정

방문집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단명은 두 집단 모두 정신분열병, 

조울증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서도 두 집단 모두 남자가 여자

보다 많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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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23)

Control group

(n=23)
Test p-value

Age (yr) 34.86(6.02) 37.17(5.98) t=-1.30 .200

Education (yr) 12.00(2.54) 12.86(2.02) t=-1.28 .206

Duration of illness (yr) 12.43(6.05) 13.65(5.60) t=-.71 .483

Diagnosis
Schizophrenia 22(95.7%) 19(82.6%)

X
2=2.02 .155

Bipolar 1(4.3%) 4(17.4%)

Gender
Male 16(69.6%) 20(87.3%)

X2=2.04 .153
Female 7(30.4%) 3(13.0%)

<표 2>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집단간 차이

2) 삶의 질 척도 총점의 종단적 변화 추이

다층모형의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의 주된 관심이 되는 독립변수를 투입

하기 이전에 무조건부모형(unconditional model)의 탐색을 권장하고 있다(Hox, 2010). 본 연구는 독립

변수의 투입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성장모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총 4개의 무조건부 

모형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odel 1은 절편만 모형화한 ‘무조건부모형’이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가정한 모형이다. Model 2는 전

체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함을 것을 가정한 ‘무조건부 성

장모형’이며, Model 3은 1차 곡선(포물선 형태)의 변화를 가정한 ‘무조건부 1차곡선모형’이다. 마지막

으로 Model 4는 2차 포물선 형태의 성장모형을 가정한 ‘무조건부 2차곡선모형’이다. 모형간의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Deviance statistic을 사용하여 비교를 실시하였다(Raudenbush and Bryk, 2002). 각 모

형의 분석 결과가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Model 1 

(무조건부 
모형)

Model 2

(무조건부 성장모형)

Model 3

(무조건부
1차곡선모형)

Model 4

(무조건부
2차곡선모형)

Deviance(df) 3234.67(2)  3217.01(4) 3192.94(7) 3187.34(11)

Deviance 

Statistic  (2)=17.66 p<.001  (3)=24.07 p<.001  (4)=5.59 p>.25

<표 3>  삶의 질 총 의 무조건부 모형의 분석 

이를 통하여 Model 1과 Model 2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df=2)=17.66(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삶의 질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가정한 모형보다 

선형적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Model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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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을 검증한 결과, ∆(∆df=3)=24.07(p<.001)로 1차 곡선(포물선 형태) 형태의 변화를 가정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el 3과 2차 곡선 형태의 변화를 가정한 Model 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df=4)=5.59, p<.2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포물선 형태로 변화함을 상정한 Model 3을 최종모형으로 채택

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 총점에 대하여 변화모형을 선택한 이후, 2단계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2단계 수준에서 본 연구는 집단구분(실험집단 vs. 비

교집단)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집단에 따라 삶의 질 변화궤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주요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Parameter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ratio p

초기치, π0i Intercept γ00 94.41 2.83 33.33 .001*

집단 γ01 2.20 4.02 0.55 .586

선형적 변화, π1i Intercept γ10 4.27 0.88 4.87 .001*

집단 γ11 -4.92 1.24 -3.95 .001*

곡선적 변화, π2i Intercept γ20 -0.33 0.09 -3.69 .001*

집단 γ21 0.40 0.12 3.11 .003*

*p<.05

<표 4>  삶의 질 총 의 HLM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삶의 질 초기측정치(intercept)의 회귀계수(γ00)는 94.4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33, p<.01). 이는 실험집단의 삶의 질의 초기측정치가 0(zero)이라는 영가설을 기각

하였음을 의미한다. 모수 γ01는 삶의 질 초기 측정치계수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t=.55,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

집단(0으로 코딩)에 비해, 비교집단의(1로 코딩) 초기치 회귀계수가 평균적으로 2.20만큼 높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삶의 질 총점은 초기측정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서로 비교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직선기울기(linear slope)의 회귀계수는(γ10) 4.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87, p<.01). 즉, 실

험집단에 속한 연구 대상자들의 삶의 질은 매 측정시기마다(즉, 1년 마다) 약 4.27점만큼 향상되었으

며, 이러한 성장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률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95, p<.01). 즉, 실험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은 매 측정시점 마다 0.65(4.27-4.92)의 계수만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γ11). 

포물선 기울기(quadratic slope)의 분석에서는 실험집단의 회귀계수가(γ20) -0.33 (t=-3.69, p<.01)

로 나타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볼록 포물선(음의 회귀계수는 볼록 포물선을 의미함) 형태의 변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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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궤적의 형태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γ20),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1, p<.01). 즉, 포물선 형태의 변화궤적 또한 집단 간

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질 총점의 변화 형태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삶의 질 총점은 초기 측정치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성장곡선

을 그리면서 증가하다가 7차 측정시점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형태의 

볼록 포물선을 나타내면서 성장하고 있다. 즉, 개입의 효과가 선형적인 형태로 계속 증가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성장세가 소폭으로 둔화되는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개입의 

효과가 일정기간 이후에 소폭의 하강곡선을 그리기는 하였지만 초기측정치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성장

세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비교집단의 삶의 질 변화추이는 실험집단과 다르게 완

만한 형태의 오목 포물선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연구종료시점까지 전반적인 성장

세가 지속된 반면, 비교집단은 전반적으로 초기측정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삶의 질 총 의 변화 궤

3) 삶의 질 척도의 하위요인별 종단적 변화 추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척도의 주요 하위 영역인 긍정적 자기지각, 정서적 불안정성, 불편감에 대한 

종단적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각 영역별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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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자기지각 영역 점수의 종단적 변화 추이

긍정적 자기지각 영역의 분석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초기측정치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t=.23, p>.05) 나타나지 않아서 두 집단이 초기 측정시점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선 기울기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삶의 질은 매 측정시점 마다 2.70의 회귀계수 만큼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4.06, p<.01). 한편, 직선적 성장률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비교집단 

집단의 성장률(-2.52)은 실험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t=-2.66, 

p<.01).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선형적 성장률의 기울기가 서로 상이함을 의미한다. 실험집단의 곡

선 기울기는 -.22의 회귀계수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3.05, p<.01). 이는 

삶의 질이 볼록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곡선적 형태의 성장궤

적이 집단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지는 않았다(t=1.79, p>.05). 

Parameter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ratio p-value

초기치, π0i Intercept γ00 47.20 2.04 23.19 .001*

집단 γ01 0.67 2.89 0.23 .817

선형적 변화, π1i Intercept γ10 2.70 .66 4.06 .001*

집단 γ11 -2.52 .94 -2.66 .011*

곡선적 변화, π2i Intercept γ20 -0.22 .07 -3.05 .004*

집단 γ21 0.18 0.10 1.79 .081

*p<.05

<표 5>  정  자기지각의 HLM분석 결과

<그림 2>는 긍정적 자기지각 하위영역의 점수 변화 형태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험집단의 긍

정적 자기지각 점수는 전체적으로 볼록 포물선을 그리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집단은 실험

집단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볼록포물선의 성장궤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향곡선

을 그리면서 긍정적 자기지각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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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  자기지각의 변화 궤

(2) 정서적 불안정성 영역 점수의 종단적 변화 추이

정서적 불안정성 영역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초기측정치에서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직선적 기울기는 1.1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35, p<.01). 즉, 실험집단의 정서적 불안정성 영역의 삶의 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적으로 유의하게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비교집단의 선형적 변화 회귀계수는(-1.82) 

부적으로 나타나서 비교집단의 성장률은 실험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t=-3.87, p<.01). 즉, 비교집단의 삶의 질은 초기측정 시점에서는 실험집단 보다 상대적으

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률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비선형적 

모형의 분석에서는 실험집단은 볼록 포물선을 그리며 변화하는 형태를 보여주었으며(t=-2.55, p<.05) 

집단 간 차이 또한 유의하였다(t=3.23, p<.01). 

Parameter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ratio p-value

초기치, π0i Intercept γ00 29.84 0.91 32.71 .001*

집단 γ01 1.91 1.29 1.48 .147

선형적 변화, π1i Intercept γ10 1.11 0.33 3.35 .002*

집단 γ11 -1.82 0.47 -3.87 .001*

곡선적 변화, π2i Intercept γ20 -0.09 0.04 -2.55 .014*

집단 γ21 0.16 0.05 3.23 .002*

*p<.05

<표 6>  정서  불안정성의 HLM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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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은 볼록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삶의 질 점수가 변화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교집단은 오목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정서  불안정성 변화 궤

(3) 불편감 영역 점수의 종단적 변화 추이

불편감 영역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분석에 앞서 무조건부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선형적 성장을 가정한 모형의 Deviance statistic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1차 곡선을 가정한 모형

의 Deviance statistic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편감 영역에서는 선형적 변화만을 가

정한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측정치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02, p>.05). 실험집단의 불편감 영역의 삶의 질은 매 측정시기마

다 .08 회귀계수 만큼 성장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선형적 변화율의 집단 간 

차이 분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arameter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ratio p-value

초기치, π0i Intercept γ00 17.95 .56 32.12 .001*

집단 γ01 -1.02 .79 -1.28 .206

선형적 변화, π1i Intercept γ10 .08 .06 1.29 .204

집단 γ11 .02 .10 .18 .856

*p<.05

<표 7>  불편감의 HLM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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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불편감 영역의 삶의 질 변화추이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삶의 질 점수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불편감 변화 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 10년간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

로 10년간 반복측정을 통하여 이들에게 제공된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그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HLM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총점의 10년간 변화에서 실험집단은 초기치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7차 측정시점을 정점으

로 하여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볼록포물선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비교집단에서는 삶의 질이 초기치

를 유지하는 수준이거나 약간 하강하는 오목포물선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영역별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긍정적 자기지각 및 정서적 불안정성의 영역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나, 불편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장

애인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로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

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한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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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삶의 질의 변화궤적이 볼록포물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록포물선의 

정점을 지난 후 서비스의 효과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초기측정치와 연구종료 시점의 측정

치를 고려하면 여전히 선형적인 성장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사회복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가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배성우·김이영, 2005).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귀시

설에서 제공한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하나의 개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측면과 실험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서비스 참여빈도 및 유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부족하다 점은 추후 연구를 통

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장기적인 제공을 통한 삶의 질의 변화 궤적이 개입의 시작시점에서부

터 상승하는 형태로 변화하다가 일정시점에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볼록 포물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성우와 김이영(2005)과 배성우 외(2011)의 연구에서와 매우 유사한 형

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질의 변화궤적은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정신장애인게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서비

스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볼록포물선의 정점이 되는 시기에 서

비스 혹은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re-assessment)를 통한 개입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해 모든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변

화궤적이 볼록포물선의 형태를 가진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의 축적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10년과 같은 장기적이면서도 반복적으

로 측정된 국내외의 선행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변화궤적이 볼록포물선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볼

록포물선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시기와 조건 혹은 원인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즉, 정신장애인의 교육수준, 유병기간, 성별, 가족관계 등과 같은 개인적·임상적 변인

뿐 아니라 이용기관의 유형,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종류, 지역사회 환경 등과 같은 환경적 변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초기

측정치를 유지하는 수준의 변화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최종 측

정치의 경우 초기 측정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 

측정치와 초기 측정치가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집단에 속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의 변화를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볼 경우에는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질의 변화궤적은 그리 크게 변

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재활과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전혀 제공받고 있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사회재활서비스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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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정신보건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정신

장애인들보다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았고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유

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보건관련기관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기관에서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비스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

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여전

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박병선 외, 2013),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종단적인 변화와 관련된 연구

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시

각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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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n-year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Mentally Ill

Bae, Sung Wo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ark, Byung Su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im, Yi Young 

(Suseong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10-year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d by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mentally il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area us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23 mentally ill subjects and the comparison 

group consisted of 23 mentally ill subjects that did  not use the mental health services 

voluntarily. The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every year over 10-year 

peri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HL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effective increasing experimental group’s quality of life 

outcomes. Second, the analyses indicated that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effectiveness could be maintained at least 10 years indicating that the services had a 

long-term positive impact on the mentally ill. Third, it was reveal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s quality of life outcomes improved over time showing a 

curvelinear shape rather than showing a linear pattern.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d by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were positively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maintained at least 10 years for the mentally ill.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Quality of Life, 10 Years 

Longitudinal Study, Hierarchial Linear Modeling(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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