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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취업정신장애인의 근로시간 형태에 따른 지각된 낙인감, 심리적 역량강화, 직무만
족의 차이를 알아보며, 지각된 낙인감과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심리적 역량강화가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취업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낙인감, 심리적 역량강화, 직무만족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
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인감과 직무만족 사이 그리고 심리적 역량강화와 직무만족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심리적 역량강화는 낙인감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셋째, 잠재평균분석 결과, 전일제 근로 정신장애인이 지각된 낙인감 수준이 더 높고, 직무만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제 근로 정신장애의 심리적 역량강화 수준이 전일제 근로 정신장애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취업정신장애인의 근로시간 형태를 고려한 직무만족 향상, 낙인감 감소, 심리적 역량강화 방안
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취업정신장애인, 지각된 낙인감, 심리적 역량강화, 직무만족, 잠재평균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perceived stigma, psychological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working hours by latent means analysis(LMA). To get the result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employ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Key outcome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perceived stigma and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direct relationships. Second, it was analyze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igma and job satisfaction. Third, according to LMA, 
full-time group showed higher latent mean values on the perceived stigma and lower latent mean values on 
the job satisfaction. However, part-time group showed lower latent mean values on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Based in these results, comprehensive interventions for activating job satisfaction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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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이끌고, 성취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가

져와 치료적인 목적인 동시에 재활의 목적에 도달하게

한다[1, 2]. 또한 사회적응을통해사회적역할과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이며, 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정

신장애인은직업생활을영위하면서가족, 고용주, 동료집

단, 작업장 등 여러 환경체계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적응

력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 4].

201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 통계

에 따르면, 장애인 평균 고용률 36.1% 대비 정신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9.1%로 다른 장애에 비해 낮았고, 반면

평균실업률 6.5%와비교하여정신장애인평균실업률은

11.6%로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취업정신장애인의직종

은 약 50%가 단순노무직이며, 월평균소득은 56만원으로

장애인전체평균 153만원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었다

[5]. 이러한지표들은장애인고용의무제실시및직업재

활이 본격화된 이후 정신장애인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직무만족감과

성취감을경험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에는매우미흡

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

로취업상태를유지하여경제적지위를확보하도록하며,

직무만족을 높혀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촉진하는 요인들

에대한분석이심도있게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6,

7].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조사 결과, 전일

제근로정신장애인은 55.2%, 시간제근로정신장애인은

44.8%로 나타났는데, 전체 장애인 평균 수치인 전일제

70.8%, 시간제 29.2%와 비교하여시간제근로형태가높

고전일제근로형태는낮음을알수있다[5]. 전일제근로

전환 의사도 72.7%의 정신장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보

고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증상으로 인해 오랜 시간 근무

가어렵기때문으로보고되었다[5]. 일부의선행연구에서

도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직업유

지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단시간 근무는 정신장애인의

직장에 대한 대응,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보고되고 있는데[8, 9], 근로시간 형태를 고려한 정신

장애인의 직무만족 및 직업유지 증진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과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직무만족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개인

심리적 요인, 직무 관련 요인, 사회 관계적 요인 등 다양

한 변인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는데[10-13], 본

연구에서는취업활동중지각하는낙인감과심리적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신장애인이취업활동을하면서지각하게되는사회

적 낙인감은 직무 과정 중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

여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고 취업유지 기간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14, 15]. 낙인감은 정신장

애인으로 하여금 입원치료 기관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

를 어렵게 하고 증상으로 인한 취약성을 악화시켜 소외

감과고립감을느끼게하여일반적인사회집단에서배제

되도록할 뿐아니라[16], 취업 활동중에 경험하는대인

관계상호작용에위축을가져오며, 직무만족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7, 18].

반면 정신장애인의 심리적 역량강화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내적 직무동기가 부여되어 수행 과업

에 적응하고 자기결정력과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

미하는데[19, 20], 이러한심리적역량강화는취업활동과

정 중에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

력과자신감을증가시키고자신의능력과잠재력을발휘

하여직무에대한만족감을증가시키는데영향을미친다

고보고되었다[21, 22]. 특히 증상으로인해오랜기간입

퇴원을반복하면서사회적활동이나역할수행경험의결

핍으로실패에대한두려움, 낮은자존감, 무기력그리고

낙인감으로인한스트레스상황의부정적영향력을완충

하고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강점을인식하게되고궁극적으로직무수행에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었다[23, 2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심리적 역량

강화는낙인감과직무만족간의관계에서매개효과를갖

는다는 이론적 근거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며, 기존 연구

에서요인들간의선형관계를중심으로제한적인분석을

실시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낙인감, 심

리적 역량강화, 직무만족 간 관계를 구조모형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기존의 취업 정신장애인 관련 연구들은 근로시간을

구분하지않고직업유지, 직무만족, 삶의질등을다룬것

이 대부분이었고[25, 26], 특히 근로시간 형태에 따라 직

무만족 및 영향 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취업중인정신장애인을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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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각된낙인감과심리적역량강화를각각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설정하고종속변수인직무만족과의직접, 간

접적효과를구조방정식으로분석하고, 근로시간형태에

따라 낙인감, 심리적 역량강화, 직무만족 수준이 어떠한

차이를보이는지잠재평균분석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무만족 향상 및 성공적인 취

업활동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근로시간 형태

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본연구는 N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에 IRB 승인을받

아진행되었고, 연구대상자의낙인감을고려하여구두동

의 절차를 거쳤으며, 설문과정에서의 취약성 보호와 이

해도 증진을 위해 기관별로 조사요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보호작업장, 임시취업, 독립취업

등현재 1개월이상취업활동에참여하고있는정신장애

인이며,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255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251

부가 최종적 활용되었다. 근로시간유형은 전일제(주5일

근무에 근접하는 35시간 이상)와 시간제(주 2~3일 근무

에해당하는 16~24시간)로구분하였고, 전일제 101명, 시

간제 150명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지각된 낙인감
지각된 낙인감은 심경순[27]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

도로, 5점척도이며점수가높을수록낙인감수준이높으

며, Cronbach's α = .883이었다.

2.2.2 심리적 역량강화
심리적 역량강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Thomas &

Velthouse[22]가 개발한 척도를 임혁[28]이 번안한 척도

를사용하였다. 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심리적역량

강화 수준이 높으며, Cronbach's α = .835로 나타났다.

2.2.3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희수[29]가 재구성한

직무만족척도를수정하여사용하였다. 직무내용과직무

여건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10문항으로점수가높을수록직무만족수준이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 .912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연구의자료분석에는 SPSS 20.0과 AMOS 20.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고, 기술통계 분석, 구조모형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30]. 전일

제 근로와시간제근로집단간차이를검증하기위하여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확보되었는지 검

증한후, 잠재변인의평균에대한집단간비교를실시하

였다.

3. 분석결과
3.1 측정변수간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지않을경우다변량정규분포성의가정을충족시킬수

없고,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

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31], 본 연구모형 변

인들의왜도와첨도는구조방정식적용조건을충족시키

고 있다.

Categories M (SD) Skewness Krutosis

Perceived
Stigma

1 3.88(.922) -.861 .634
2 4.13(.878) -.854 .109
3 3.27(1.207) -.150 -.862
1 3.86(.971) -.748 .068

Psychological
Empowerment

2 3.46(1.018) -.357 -.522
3 3.25(1.012) -.108 -.548
1 3.35(.908) -.135 -.194Job

Satisfaction 2 3.32(.804) -.044 .50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3.2 연구모형 분석
3.2.1 구조모형 분석 및 모형적합도 검증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지각된 낙임감이 심리적 역량

강화를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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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

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평가 기준

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연구모형의적합도는 <Table 2>에나타

난바와같이모든적합도지수에서만족할만한수준으

로 나타났다.

[Fig. 1] Study Model

지각된 낙인감은 직무만족(t=-2.809, p<.01)과 심리적

역량강화(t=-3.061, p<.01)에유의하게영향을주는것으

로 확인되었고, 심리적 역량강화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5.715, p<.01).

Path
Estiates

S.E. C.R.
B β

Perceived stigma →
Job satisfaction

-.293 -.223 .104 -2.809**

Perceived stigma →
Empowerment

-.292 -.264 .095 -3.061**

Empowerment →
Job satisfaction

.585 .491 .102 5.715***

Perceived stigma →
Perceived stigma 1

1.000 .500

Perceived stigma →
Perceived stigma 2

1.359 .934 .214 6.355***

Perceived stigma →
Perceived stigma 3

1.108 .725 .161 6.867***

Empowerment →
Empowerment 1

1.000 .686

Empowerment →
Empowerment 2

1.344 .880 .135 9.931***

Empowerment →
Empowerment 3

1.173 .772 .122 9.612***

Job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 1

1.000 .874

Job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 2

.722 .714 .101 7.122***

Model
fit

χ2 p df CFI TLI RMSEA
27.307 .054 17 .983 .971 .054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 = (0.000;0.090)
** P<.01, *** P<.001

<Table 2> Estimates & Goodness-of-fit index

3.2.2 매개효과 분석
연구모형에서 취업 정신장애인의 심리적 역량강화는

지각된 낙인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

매개(partial mediating)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부담감이 돌봄효능감을 매개로 라이프디자인 수립

에미치는간접효과의크기는 -.130이었으며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002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Bias-corrected
P

Perceived stigma →
Empowerment

-.264 .082 (-.429, -.108) .002

Empowerment →
Job satisfaction

.491 .104 (.274, .682) .004

Perceived stigma
→ Job satisfaction

-.223 .095 (-.403, -.043) .017

Perceived stigma →
empowerment →
Job satisfaction

-.130 .053 (-.255, -.045) .002

<Table 3>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3.3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한 집단간 차이검증
잠재평균분석을 위해서는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

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32].

3.3.1 형태동일성 검증
집단마다측정변수가동일한요인에부하되는지를확

인하여집단간모형구조가동일한지를검증하는단계이

다. 이를 위해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추정을 자유롭게 한 기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

는데 동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60.929, df=34, p=.000,

TLI=.927, CFI=.955, RMSEA=.062로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형태동일성이 충족되었다.

3.3.2 측정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같은 방법에 의해 문항에 반응하였음을 보

여주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하게 된다. 값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CFI값의 차이가 -.01보

다작을경우측정동일성이성립되었다고볼수있다. 또

한 TLI, CFI, RMSEA는모형의간명성을고려하는적합

지수이므로동일성제약을가한모형의지수가비교모형

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32]. 측정동일성모형과 기저모형 간

=3.897, =5( =11.07)로유의도 수준 5%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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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유의하지않기때문에측정동일성가정이지지

되었다. 또한측정동일성모형과기저모형간 CFI값의차

이가 -.01보다작고, 적합도차이가 TLI는 .004, CFI는동

일, RMSEA는 -.003에불과하므로측정동일성은성립되

었다.

3.3.3 절편동일성 검증
절편동일성은 각 측정 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

을 가한 모형이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간 =5.209, =5( 

=11.07)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기 때문에 절편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또한 적합도

차이가 TLI는 .006, CFI는 .001, RMSEA는 -.002에불과

하므로 절편동일성은 성립되었다.

3.3.4 요인분산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은각집단의잠재변수분산에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절편동일성모형과 요인분산동일성모형 간 =1.572,

=3( =7.82)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않기때문에요인분산동일성가정이지지되었다.

또한 적합도 차이가 TLI는 -.008, CFI는 -.007, RMSEA

는 .004에불과하여대체로적합지수가크게나빠지지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χ2 p df CFI TLI RMSEA

configural
invariance

60.929 .000 34 .955 .927 .062

metric invariance 64.826 .000 39 .955 .931 .059

scalar invariance 70.035 .000 44 .956 .937 .057

factor variance
invariance

71.607 .000 47 .948 .930 .061

<Table 4> Goodness-of-fit Index

이상의동일성검증이모두성립하였으므로잠재변수

의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3.5 근로시간 형태에 따른 잠재평균 비교
잠재평균분석은한집단(전일제근무)의잠재평균을 0

으로고정한상태에서다른집단(시간제근무)의잠재평

균을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잠재평균 차이는 효과크기

를 통해서만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33]. 효과크기 잠재평균 값의 차이를 공통의 표

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한다. 코헨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

면 d값이 .2이하이면작은것으로, .5이면중간수준, 그리

고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한다.

전일제근로집단과시간제근로집단간추정된잠재

평균의차이는 <Table 5>와같다. 전일제근로정신장애

인 집단은 시간제 근로 정신장애인 집단에 비해 지각된

낙인감수준이높고, 직무만족수준이낮게나타났고, 반

대로 시간제 근로 정신장애인 집단은 전일제 근로 정신

장애인 집단에 비해 심리적 역량강화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근로시간 형태에 따른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의 효과크기는 낙인감은 중간 수준, 심리적 역량강

화는 작은 수준, 직무만족은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Category

Latent means
C.R.
(p)

Common
S.E

Cohen's
d

Full time
group
(101)

Part time
group
(150)

Stigma 0 -.214**
-3.873
(.005)

.365 0.586

Empowerment 0 -.118*
2.306
(.025)

.599 0.197

Job
satisfaction

0 .179*
4.982
(.014)

.578 0.310

<Table 5> Latent Means Analysis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취업 활동 중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

각된 낙인감과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심리적

역량강화가갖는매개효과를분석하고, 근로시간형태에

따라 지각된 낙인감, 심리적 역량강화, 직무만족이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이 근로 중에 지각한 낙인감은 심리

적역량강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직무만족을저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취업 활동

을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과 차별

을높게경험할수록근무환경에서위축되어업무수행에

대한자신감과통제력을상실하여역량강화되지못한다

는 선행연구[17, 18], 업무수행의 완성도는 물론 배제감,

소외감으로인해대인관계적응에실패를가져와직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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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어렵게하고직무만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

선행연구[14, 15] 결과를지지하는것으로성공적인취업

과정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심리적역량강화는지각된낙인감이직무만족에

미치는영향관계에서부분매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

되었다. 이는보호요인으로서의심리적역량강화의중요

성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21, 23, 24]와 일치하는

것으로, 취업정신장애인이직무수행과정에서증상으로

인한취약성과사회적낙인감을높게인지하더라도심리

적역량강화수준이높으면직무효능감과통제력을유지

하고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을 완충하여 직무만족감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시간형태에따른잠재평균분석결과, 전일

제근무정신장애인이시간제근무정신장애인보다지각

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고, 직무만족 수준 역시 더 낮

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시간제근무의경우직업유

지의측면에서더유용하며도움이될수있다는가능성

을 제안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8, 9]. 반

면 심리적 역량강화 수준은 시간제 근무 정신장애인이

전일제 근무 정신장애인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본연구를통해새롭게도출된결과로서, 기존연

구에서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 등 직업재활의 결과변수

중심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나 단순상관관계를 제한

적으로살펴보았던점과비교하여정신보건및장애인복

지의 측면에서 진일보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제언
본연구의주요결과를토대로하여다음과같은제언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근로시간 형

태를 구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잠재평균분석을 실

시하여통계적정확성을확보하였고, 지각된낙인감이라

는 스트레스 요인, 심리적 역량강화라는 보호요인 등 직

무만족의 원인 변수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는데 기존연구 대

비 차별성을 갖는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신장애

인의성공적인취업활동지원을위해서정신장애인의전

일제, 시간제 근로형태의 차이를 고려한 직무만족 향상

및 작업환경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전일제 근무가 시간제 근무보다 직무만족이 더

낮고, 지각된 낙인감을 더 높게 인지하는 근무형태임이

확인된 바, 전일제 근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취업

활동결과의질을높일수있는정신보건전문인력의지

지적인현장지원전략이필요하다. 근무시간이길어짐에

따라직장내낙인감의부정적영향력이더커질것으로

사료되는 바, 낙인감을 감소시키고 호의적인 태도로의

인식변화를가져올수있는동료및고용주대상정기적

인정신장애이해교육과옹호를직업재활전문가의역할

에강조하여반영할것을제안한다. 또한전일제근무정

신장애인에 대한 더욱 밀도 높은 사례관리를 통해 직무

만족 저해 요인을 개별 사례별로 사정하고 증상관련 요

인, 심리적요인, 근무환경요인의포괄적인측면의지원

계획을수립하여중재방안에적용하도록할필요가있다.

셋째, 시간제 근무 정신장애인의 심리적 역량강화 증

진을위해직무효능감과업무수행에있어서의자기통제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

도시간제근무가갖는증상조절및직장내스트레스에

대한대응등직업유지의측면에서의유용성이확인되었

고, 이와더불어고용관련국가정책의방향성에있어서

도 시간제 근로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신장애인에게맞는다양한형태의시간제근무가개발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제 정신장애인

근로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는보호요인으로서심리

적 역량강화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바, 직업재활의 과정

중직무배치전단계에서심리적역량강화의수준을충

분히향상시킬수있는개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정

신질환의 증상 특성 상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만성화된

무기력과동기저하가우려되기때문에역량강화되고자

신감과 효능감을 갖게 되는 과정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적인 직장 배치 전

작업수행능력, 업무숙련도훈련프로그램이제공되는단

계에서부터 동시에 심리적인 보호요인을 발전시켜나갈

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한 취업 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연구의결과를전체를대상으로일반화하는데한계점

을 갖는다. 또한 업종에 따른 직무만족 및 영향요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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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가족 요인 역시 취업 정신장

애인의 지지적 요인으로 사료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과 변수구성에 포함시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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