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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독립주거 거주기간과 정신재활시설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정신장애인들이며, 전국 총 42개 기관의 이용
자 23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한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종류 수가 많고,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도움 만족도가 클수록, 자립생활 교육을 받은 경우 정신장
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이 향상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
신재활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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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mentally ill people.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mentally ill people 
who were using services offered by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 center during the study period, 
have lived independently, and used the service center for three months or longer. The data analysis 
included 231 surveys collected from 42 agencies and then perform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study result, the number of types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 used by the mentally ill people 
and the greater the satisfaction with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 the more independent 
living competency of the mentally ill people was received. This means that community-based integrate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 have the effect of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of 
independent living with the mentally ill peopl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to improve the independence competency of 
the mentally ill people.

Key Words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 P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 center,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dependent Liv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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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신장애인들 또
한 자립생활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
신질환의 특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입원이나 입소 중심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
회 내에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중
심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기본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
[1]. 정신건강복지 실천현장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자기결
정권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삶이 강조되며, 정신장
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2,3].  

정신장애인들은 타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철학으로 자립적인 삶
이 가능하지만[4], 자립생활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실천
적 한계로 인해 자립생활 실현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
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주요 서비스로는 정신재활서비스가 대표적이며, 정신
재활시설이 중심이 되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
합을 담당하는 정신재활시설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기술 향상, 직업재
활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이라 할 수 있다[5]. 동일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서 자립생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역시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일부 지자체나 정신재활시설
에서는 주거지원센터 운영, 자립생활 매뉴얼 개발, 동료
자립지원가 양성 등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
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6]. 이처럼 정신재활서비스 이
용자와 제공자 모두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신장애인의 자립개념분석[2]과 자립생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7]. 하지만 정신재활서비스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
는 부족한 편이어서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신재활서비스는 기존의 치료에 중점을 둔 의료서비
스 모델에서 사회통합의 지역사회정신건강 모델로 정신
보건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부각되었다[8]. 국외에서는 정
신재활서비스를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또는 
Mental Rehabilitation program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9,10], 국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사

회복귀서비스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신재활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귀서
비스와 정신보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비
슷하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해 사회생활을 안
정적으로 영위할 때까지 자립·자조를 위해 지원하는 서
비스를 포함하고 있다[8,11].

정신장애인 자립생활모델은 재활차원과 자립차원에 
대한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2], 기
존 연구들은 주로 정신재활서비스 요인과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와 관련된 변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진행된 연구
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에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역량의 
하위차원 요인분석 연구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며, 재
활성과 등 자립생활과 관련한 종속변수는 자립생활 역량
으로 기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취업지원서비스 횟
수, 정신재활서비스나 사례관리 서비스의 이용 여부가 정
신장애인의 정신과적 증상과 사회적응으로 구성된 자립
생활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3]. 선행 연구들은 정신재활시설에서의 다양하고 통
합적 경험이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
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재활서비
스 참여 유도가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신재활서비스의 도움 인식도와 만족도 등 
프로그램의 질적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14-17]. 기존 연구들은 정신재
활서비스의 도움정도와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
지가 재활동기[14] 및 재활효과[15], 독립생활능력[16]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rbara et 
al.(2000)는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신장애
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의 질을 향상시킴을 보고하
였다[17]. 한편, 백승희(2012)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
생활 교육 등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 정신장애
인의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냈다
[18].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생활 역량
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재활서비스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정을 통해 살
피는 것은 복잡하고 질적 특성을 가지는 정신장애인 자
립생활을 포괄적,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정신재활서
비스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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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서비스 요인과 자립생활 
역량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정신재활서비스 요인이 자립생활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을 도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신재활서비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Independent Living 
Competency 

Control Variable: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

애 등의 정신과 진단을 받고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며 
독립주거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 방법
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0부에 대한 설문을 진행
하였으며 247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 
전에 독립주거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독립기간과 
정신재활시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를 제외하
고 수거된 총 231부를 가지고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정신재활서비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신재활서비스는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
재활시설 종류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각 시설유형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인 입소생활 서비스, 주간재활 서비스, 주

거제공 서비스,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종류 수는 정신재활시
설 유형을 기준으로 몇 개 유형의 시설에 등록하여 서비
스를 이용하였는지로 구분하였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에 등록된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주간재활시설, 입소생활
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로 최저 
1개에서 최대 5개의 정신재활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정신
재활서비스 도움 만족도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움 만족도의 총합을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각 
항목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 “매우 그렇다”까지
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재활 
서비스의 도움 만족도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재
활 서비스의 도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립생활 교육 참여 여부는 자립생활을 하기 전 임대주
택 지원, 자립생활 매뉴얼 교육 등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을 받았는지의 여부로 정의하였다. 자립생활 사례관리 유
무는 자립생활 후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방문, 
지역 모임 등의 프로그램 참여 유무로 정의하였다. 

2.3.2 자립생활 역량
본 연구에서는 자립생활 역량 척도는 서울시장애인전

환서비스 성과측정을 위해 이서윤(2013)이 개발하여 사
용한 자립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19]. 본 척도는 자기관
리(8문항), 자기결정(8문항), 옹호(8문항), 관계망 형성 
및 확대(8문항), 지역사회 이용 및 참여(8문항) 5가지 차
원으로 구성된다. 5개의 구성개념은 각 총 8개의 하위개
념으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의 척도이다. 각 항목은 ① 
“전혀 아니다”에서 ④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 역량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립생활 역량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립생활 역량척도 구성요인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모두 .711에서 .892 사이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73으로 확인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4.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로 구성되어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

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정신재활서비스, 자립
생활 역량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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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정신재활서비스와 자립생활 
역량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해당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계열평균값으로 
대체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4명(58.0%) 여성 97명
(42.0%)로,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4명(1.7%), 30대가 24명(10.4%), 40대
가 88명(38.3%), 50대가 91명(39.6%), 60대가 23명
(10.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9.12세(SD=8.47)로 나
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43명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이 81명
(35.2%), ‘대학원 졸업 이상’ 6명(2.6%)의 순으로 나타났
다. 종교는 ‘기독교’가 90명(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무교’가 70명(30.4%), ‘천주교’ 45명(19.6%), ‘불
교’ 19명(8.3%), ‘기타’ 5명(2.2%)의 순으로 나타나서 조
사대상자의 69.6%% 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134 58.0
female  97  42.0

age

20-29 4 1.7
30-39 24 10.4
40-49 88 38.3
50-59 91 39.6

60s or older 23 10.0
Mean 49.12 (S.D 8.47)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143 62.2

more than college 81 35.2
 more than graduate 

school graduation  6  2.6

religion 

christianity 90 39.1
catholic 45 19.6

buddhism 19 8.3
other religion 5 2.2

no religion 70 30.4

Table 1. Target for investigation'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31)

3.2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치
주요 측정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정신재활 서비스 중 자립생활 교육을 받
은 대상자는 194명(84.0%), 받지 않은 대상자는 37명
(16.0%)으로 자립생활 중인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이 독립
주거로 이주하기 전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생활 후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자는 184명(79.7%)으로, 사례관리를 받지 않는 대
상자 47명(20.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립생
활 교육을 받은 인원수보다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independent 
living education

participation

yes 194 84.0

no 37 16.0

independent 
living case 

management
participation

yes 184 79.7

no 47 20.3

Table 2. Target for investigation's frequency analysis 
(N=231)

주요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종류 수는 평균 2.29
개(SD=1.05)였다.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도움 만족도
는 평균 3.80(SD=.80)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 역량은 
3.12(SD=.62)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ean S.D Likert

number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they received 2.29 1.05 5Point 

Scale

satisfaction with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3.80 0.80 5Point 

Scale

independent living competency 3.12 0.62 4Point 
Scale

Table 3. Target for investigation's describe statstics
 (N=231)

3.3 정신재활서비스의 효과 검증
먼저,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 모형에서는 정신장애

인의 자립생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19.7%였으며 모형적
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4.880,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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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gender -0.39 -.031 -.518 -.003 -.003 -.059

age .005 .066 1.097 .002 .021 .436

education .005 .004 .064 .018 .014 .288

religion .602 .445 7.302*** .365 .270 5.391***

dependent variable

number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they received  .074 .124 2.436*

satisfaction with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374 .477 9.469***

independent living education
participation .295 .174 3.299**

ndependent living case management 
participation -.154 -.100 -2.035*

 R² .211 .544

 Adj. R² .197 .527

 R² Change .211 .330

F 14.880*** 32.475***

*p<.05, **p<.01, ***p<.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N=231)

자립생활 역량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통제변수 중 유
일하게 종교여부가 자립생활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정신재활서비스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52.7%였으며,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2.475, p=.000). 투입변수 중 자립생활 역량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면, 정신재활서비스 이용
종류 수, 정신재활 서비스 도움 만족도, 자립생활교육 참
여 여부로 나타났다. 반면, 자립생활 사례관리 유무는 자
립생활역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제변수 중 모델 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종교여부
가 자립생활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
애인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관
련한 정신재활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이 이용한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종류 
수가 많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신재활서비스 이

용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의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적 일상생활 기술, 사회적 관계 등의 개인적ㆍ사회적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11,13]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
하는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증진에 기여하며, 정신장애인에게 여러 종류의 통합적인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도움 만족도가 클수록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이 향상되었다. 이는 정신재
활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능
력을 향상시킨다[16]는 연구결과를 확인하며, 정신재활
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도움만족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자립생활 교육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자립생활 교육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과 일치된 결
과이다[18]. 이는 정신재활시설이 기존 재활훈련 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 교육을 정
신재활서비스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자립생활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일수
록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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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애인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와 과보호적인 역할을 취
함으로써 정신장애인과 부정적인 실천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0]. 구체적인 원
인으로는 자립생활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정
신재활시설 자립생활 사례관리 서비스의 한계에서 기인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정
신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자립생활 사례관리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은 관계망 형성 및 확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장애인들이 주 참여대상인 것이 원
인일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생활 사례관리 서비스는 
생활지도, 가정방문 등 형식적이고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기결정이 중요시되는 
자립생활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획일화된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에 다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신장
애인의 자기결정이 존중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한편, 타 장애영역과 관련한 기존연구에서도 자립지
원 서비스가 배제된 채 제공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
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
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21],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전 
서비스와 자립생활 후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정신장애
인 사례관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야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증
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재활서비스는 시설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
의 통합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신재
활시설은 이용자 중심이 아닌 시설입소자 중심의 정신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타 시설과의 통합적인 자립생
활지원 및 서비스 연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분
절된 정신재활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중심의 정신재
활서비스 제공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대상은 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
신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립생활 전 서비스와 자립생활 후 서비스의 차
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립생활 중인 정신장애인
을 위한 사례관리는 자립생활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주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타 장애영역의 자립생활센터
와 체험홈의 사례관리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정신재활시설
의 자립생활 사례관리는 사회기술 증진 등 재활중심의 

사례관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원인으로 보여
진다. 자기결정, 자기관리, 관계망 확대 및 지역사회 참여
가 주요이념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안에서 정신재활서비
스가 또 다른 시설화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는 자립생활 중인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자립생활 역
량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정신재활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과 학계
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신재활서비스의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의 정신재활서비스 도움 
만족도가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에 실질적 도움
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 정신재활시설들은 프로그램 만족도, 이용
자에 대해 자아존중감, 삶의 질 등 기존의 평가방식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만으로는 정신재활서비
스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의 직
접적인 성과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의 정신재활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
립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정기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
째, 본 연구는 비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측
정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연구결과가 조사대상자들
에 의해 지지되었으나 이를 자립생활 중인 정신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초기단계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다양한 목적의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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