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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회복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였고,조사 대상은 정신장애인 310명 

이었으며 연구도구는 삶의 질,회복 척도였다.자료분석은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t-test,

ANOVA,Pearson'scorrelation상관분석,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회복의 정

도는 중간보다 낮았고,회복(β=.66,p<.001)과 월 평균 수입(β=.09,p=.039)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회복의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삶의 질의 수준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정신장애,삶의 질,회복,회복요인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egree of quality of life and recovery of mental 

disorder,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 

to 27 2013.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aire from 310 individuals with mental disorder.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Happy-Quality of Life Scale(Happy-QoL), Recover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The degree of quality of life and recovery of mental disorder were lower than in the middle.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were recovery(β=.66, p<.001) an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β=.09, p=.039).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that increasing the level of 

recovery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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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950년 항정신약물의 발달은 정신장애인의 증상조

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세계 으로 탈시설화 운동

이 일어나면서 서비스는 증상에 한 치료 심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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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가진당사자가자신의삶속에서의미를찾고만족

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한 것으로 이 변

화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1995년정신보건법제정을기 으로수용

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심의 통합 인 정신보건서

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사회복귀시

설 등을 설치하여 운 하며 매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

다.그러나 정신장애인 문가를 통한 상담이나 치료

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정신보건서

비스 이용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으로[2]충분한 서비

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이는삶의질 하

를 래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정신장애인의 삶에 한 수기들이 소

개되기 시작하 고 이들은 정신장애라는 비극 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강 을 찾고 각자의 삶에

서희망을갖고성공 으로살아가는모습을이야기하고

있다[3].이는 정신장애인이 살아가는 삶을 단지 증상완

화나 기능의 복구 측면에서 단편 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주 인 회복 과정과 이

를 통한 삶의 질을 통합 으로 보아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즉 정신장애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증상을 치료

하는 것보다 개인 인 삶의 질을 더 요시하여[4]증상

을가지고도스스로 리하며살아가는개인이주 으

로 경험하는 독특한 삶의 과정이고,이러한 만족스러운

과정이 지속 으로 이어질 때 질 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이처럼 정신건강의 목 을 회복

에 두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5].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구성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정

신장애를가진사람의삶의과정 체에 을두는개

인의 주 인 심리 의 회복과 재활에 을 두

어 기능수 을 평가하는 사회 의 회복,의료 맥

락에서증상의감소를 요시하는신체 의회복으

로 구성되는데 심리 의 회복은 정성/희망,자아

존 감,임 워먼트,사회 의 회복은 인 계,사

회 지지,사회 응,신체 의 회복은 병식,증상

리,일상생활기술로 각각 구성된다[3].한 개인에게는 이

러한 여러가지 의 회복이 동시에 존재하고,서로

향을 미치며[6]회복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개인과 사회

라는 삶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회복되어가도록 하

는 토 가 된다[7].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되면서 질 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한 심이 증가하 고 이는 정신

장애인의 치료 재활과 련된 서비스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포 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8]. 한삶의질향상은모든건강 리의궁극 목표

이고건강에 요한요소로서정신장애인과같은만성질

환자에게 요한 향요인이 된다[9].

세계보건기구[10]는 삶의 질을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맥락과 가치체계 속에서 목표,기 ,기 , 심

등과 련하여인생에서의그들의 치에 한인식이라

고 하 으며 개념이 범 하고 여러 가지 복합 인 측

면이 있다고 하 다.이처럼 삶의 질은 개인의 주 인

가치 단으로 인해 매우 추상 이고도 복합 인 속성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에[11]정신장애인의삶의 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삶의 질에 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12].삶의질을개념화하고측정하는것은정신건강서비

스의 성과를 평가하는 요한 요소이고[13]더불어 이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한 심이 높아

짐으로써 이에 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나 회

복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부요인들인 희망[14],자아존

감[9,15-21], 임 워먼트[8,11,12,22,23], 사회 지지

[9,11,14,16-21,24,25],병식[5,11,21,22,24]등과 삶의 질과

의 련성을 악하는연구가 부분이었으며이러한다

양한변인을포함하는 체 인회복이정신장애의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연구는[14]제한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의 삶의 질과 회복의

정도, 련성을 살펴보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삶의 질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연구는정신장애인의삶의질과회복의정도

계를 악하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여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삶의 질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삶의 질 회복의 정도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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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과 삶의 질과의 련성을

악한다.

셋째 상자의 삶의 질과 회복과의 계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정신장애인의삶의질 회복의정도를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 외래,정신건강증진센터,사

회복귀시설을 이용하며 DSM-Ⅳ-TR의 진단 기 에 따

라진단된정신질환자 인격장애,알코올 약물 독,

기질 장애,정신지체의병력이없는자로조 병,기분

장애,분열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상으

로하 다.본연구에서의표본수는G-Power3.1.9 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

과크기.15,유의수 .05,검정력95%의수 을고려하여

최소표본수가129명으로 결정되었다.따라서본연구의

상자 310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 다.

2.3 연구도구

2.3.1 삶의 질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Kook&Son[26]이 조 병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

기 해 개발한 Happy-Quality of Life

Scale(Happy-QoL척도)을 사용하 다.이 도구는 경제

역,일반 역,신체 역,직업/사회 역,정

서 역의 5가지 역으로 구분되어 각 역이 5개의

문항으로구성된25문항의척도로이 부정 문항5개

는 역환산하 다.각 문항은 0 ‘ 그 지 않다’에서

4 ‘매우그 다’로배열된5 리커트척도로 수가높

을수록삶의질정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본연구에서

의 Cronbach'sα는 .91이었다.

2.3.2 회복

본도구는정신장애인의회복을측정하기 해문헌고

찰을 토 로 본 연구자가 구성한 35문항의 도구이다.구

성타당도 검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데 주성분

분석과베리맥스회 방법을이용하 다.KMO값은.950

이었고,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χ2=6295.515,p<.001)고유값이1.0이상인요인

이 3개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58.7% 다.신뢰도 검증을

한Cronbach'sα는.96이었고각요인별Cronbach'sα

는.87이상이었다.심리 요인(희망,자아존 감,임 워

먼트)11문항,사회 요인(인 계,사회 지지,사회

응)13문항,신체 요인(병식,증상 리,일상생활기술)

11문항으로구성된본도구는0 ‘ 그 지않다’에서

4 ‘매우그 다’로배열된5 리커트척도로 수가높

을수록 회복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공주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InstitutionalReview Board[IRB])의 승인(승인번호:

KNU_IRB_2013_4)후모든자료수집이이루어졌으며자

발 으로연구참여에동의한 상자에게서면동의서를

받았다.2013년5월20일부터5월27일까지C와D지역6

개시에 거주하며 정신의료기 외래,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 으며 각 기 담당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

문지를 우편발송하거나 연구자가 직 기 에 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총 357부가 배포되었고 32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답변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하고

310부를최종분석에이용하 다.설문지는자가보고하

도록 하 고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 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일반 특성,삶의질 회복의정

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과 표 편

차로 산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삶의 질과의

련성은t-test와one-wayANOVA를이용하 고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 다. 상자의 삶의 질과 회복

과의 계는Pearson'scorrelation상 분석을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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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학력(졸이상 1,기타 0),종교(천

주교1,기타0),월평균수입(300만원이상1,기타0)은

더미변수로 환하여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이 149명(48.1%),여성이 161명(51.9%)이

었고 평균연령은 42.6세로 40-50 가 165명(53.2%),

20-30 가 124명(40.0%)이었다.결혼상태는 미혼이 197

명(63.5%),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63명(52.6%)으로

반 이상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140명(45.2%)으로

가장많았다.가정의월평균수입은100만원미만이179

명(57.7%),진단명은 조 병이 182명(58.7%)으로 반 이

상을 차지하 고 질병기간은 11년 이상이 136명(43.9%)

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기간이 11.2년이었으며 이용기

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58명(51.0%)으로 반 이상이

었다<Table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0)

Variable Division n(%)or
M±SD

Gender
M 149(48.1)

F 161(51.9)

Age

20s-30s 124(40.0)

40s-50s 165(53.2)

60sorolder 21(6.8)

42.55±11.44

Marital

status

Unmarried 197(63.5)

Married 34(11.0)

Others(divorced,separated,
bereaved) 79(25.5)

Education

Elementaryschoolorbelow 37(11.9)

Middleschool 41(13.2)

Highschool 163(52.6)

Collegeorhigher 69(22.3)

Religion

None 85(27.4)

Protestant 140(45.2)

Buddhist 48(15.5)

Catholic 27(8.7)

Others 10(3.2)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Lessthan1million 179(57.7)

1to2.99million 112(36.1)

3millionormore 19(6.1)

Diagnosis

Schizophrenia 182(58.7)

Mooddisorder 71(22.9)

Others(schizoaffectivedisorder,
schizophreniformdisorder) 57(18.4)

Period of
having
disease

Lessthan1year 21(6.8)

1-5years 80(25.8)

6-10years 73(23.5)

11yearsorlonger 136(43.9)

11.15±8.83

Institution
touse

Mentalhealthcenter(outpatient) 96(31.0)

Mentalhealthpromotioncenter 158(51.0)

Communityrehabilitationfacility 56(18.1)

3.2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회복의 정도

상자의 삶의 질과 회복의 정도에 해 조사한 결과

는 <Table2>에서 보는 바와 같다.삶의 질의 평균 수

는 1.93 으로,회복의 평균 수는 1.96 으로 나타났다.

삶의질의하 역인경제 ,일반 ,신체 ,직업/사회

,정서 측면의 삶의 질을 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수가 경제 역은 1.44,일반 역은

2.00,신체 역은 2.11,직업/사회 역은 1.63,정서

역은 2.45로 나타나 정서 역의 삶의 질이 가장

높고 경제 역의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Table 2> Degree of QoL and recovery  (N=310)

Variable M±SD Range

Recovery 1.96±.72 .00-4.00

QoL 1.93±.74 .00-4.00

Economicfactors 1.44±1.05 .00-4.00

Generalfactors 2.00±1.03 .00-4.00

Physicalfactors 2.11±.96 .00-4.00

Occupational/Socialfactors 1.63±1.00 .00-4.00

Affectivefactors 2.45±.83 .00-4.00

QoL=QualityofLife

3.3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삶의 질

상자의 일반 특성과 련한 삶의 질에 해 조사

한 결과는 <Table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학력(F=6.33,p<.001),종교(F=3.50,p=.008),월 평균

수입(F=10.07,p<.001)이통계 으로유의하게높은것으

로 나타났다.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천주교의 종교를 가진 경우 삶의

질의 수가높았다.월평균가구의수입이300만원이상

인경우삶의질의 수가가장높았고,수입이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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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낮았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 QoL                            (N=310)

Variable Division
QoL

torF(p)
M±SD

Gender
M 48.10±17.75

-0.64(.949)
F 48.24±19.36

Age

20s-30s 47.46±17.51

.435(.648)40s-50s 49.01±18.85

60sorolder 45.76±22.74

Marital

status

Unmarried 47.99±17.98

2.42(.090)
Married 54.29±20.20

Others(divorced,
separated,
bereaved)

45.99±19.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orbelowa 45.57±20.97

6.33(<.001)**

b<a<c<d
Middleschoolb 44.27±14.27

Highschoolc 46.23±18.35

Collegeorhigherd 56.46±17.94

Religion

None 42.54±16.54

3.50(.008)*
Protestant 49.72±18.96

Buddhist 51.10±20.78

Catholic 54.33±16.53

Others 43.60±13.58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Lessthan1
milliona 45.38±17.96

10.07(<.001)
**

a<b<c1to2.99millionb 49.93±17.60

3millionormore
c
64.11±21.47

Diagnosis

Schizophrenia 48.77±18.94

.852(.427)
Mooddisorder 45.68±19.88

Others(schizoaffe
ctivedisorder,
schizophreniform
disorder)

49.37±15.51

Period of
having
disease

Lessthan1year 53.81±20.44

1.48(.220)
1-5years 45.19±18.41

6-10years 49.56±19.37

11yearsor
longer 48.31±17.84

Institution
touse

Mentalhealth
center

(outpatient)
50.44±19.69

2.39(.093)Mentalhealth
promotioncenter 45.92±18.51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y

50.64±16.18

*
p<0.05,

**
p<0.01,QoL=QualityofLife

3.4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회복과의 관계

상자의 삶의 질과 회복과의 계에 해 조사한 결

과는 <Table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자의 삶의 질과 회복과의 계에 해 조사한 결

과 회복은 삶의 질 체(r=.69,p<0.01)와 그 하 역인

경제 역(r=.44,p<0.01),일반 역(r=.69,p<0.01),

신체 역(r=.62,p<0.01),직업/사회 역(r=.59,

p<0.01),정서 역(r=.27,p<0.01)과 통계 으로 유의

미한상 계를나타냈으며하 역 일반 역과

는가장강한상 계를,정서 역과는가장낮은상

계를 보 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covery and QoL 
(N=310)

Variable Recovery

QoL .69(<.001)

Economic .44(<.001)

General .69(<.001)

Physical .62(<.001)

Occupational/Social .59(<.001)

Affective .27(<.001)

QoL=QualityofLife

3.5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하여 일반 특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학

력,종교,월평균수입과회복을독립변인으로하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설명력은 49% 으며 회귀식은 유의미하 다(F=74.35,

p<.001).분석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회복(β=.66,

p<.001)과월평균수입(β=.09,p=.039)이삶의질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수들 간의 상 향력

을 평가하면 회복(β=.66)이 가장 큰 향력을 보이는 변

수로 나타났고 월 평균 수입(β=.09)이 다음 순이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QoL of subjects 
(N=310)

Variable B(β) t(p)

Recovery .49(.66) 15.46(<.001)
**

Education 3.55(.08) 1.89(.060)

Religion -1.87(-.03) -.69(.494)

Averagemonthly

householdincome
6.68(.09) 2.07(.039)

*

AdjustedR²=.49,F=74.35,p<.001**

*p<0.05,**p<0.01,QoL=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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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해 Durbin-Watson값을 구

한결과1.73으로2에근 해잔차들간에상 계가없

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공차한계는회복.90,월평균수

입 .95로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inflationfactor[VIF])는회복1.11,월평균수

입 1.05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연구는정신장애인의삶의질 회복의정도를확

인하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정신

장애인의 회복과 삶의 질 증진을 한 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체삶의질의정도는1.93으로4 만 간값인

2.0보다다소낮게나타났으며Kim[16]의연구에서의40

이상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의 수보다는 조 높았

고 18세에서 60세 사이 조 병 환자들을 상으로 한

Baek[27]의연구결과보다는낮았다.선행연구[16,28]에서

와같이삶의질의수 이 간보다낮은결과를보인것

은 정신장애인의 질 인 삶에 한 심이 증가하며 이

에 한개입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 상자들은만족하

지못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하 역에서는정

서 역의 수가가장높았고일반 역,신체

역과더불어 간 수보다높게나타났으며경제 역

과 직업/사회 역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선행연구[16,27,28]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Kim[16]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평균연령이 52세 고

Baek[27]의연구에서는35세,본연구에서는43세로연령

이어린경우삶의질의수 이더높은것을알수있는

데정신질환은만성화되는특성이있어서 인 계나사

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년기 이후에 이르기까

지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제 으로 취

약하며 이것이 삶의 질 하와도 연 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

하여 그들 개개인에게 맞는 인 계,직업재활 로그

램등을통해경제활동에까지이어질수있는만족할수

있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회복의정도는선행연구[1,29]에서는 부분 간 수

이상의 결과를 보인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간

수에미치지못한결과를보 다.회복에 향을미칠수

있는가족이나주변사람들과의 계,직업유무등과기

과 지역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구체 으로 어떠한 요인과 련이 있는

지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회복은 질

으로만족스러운삶을살고있을때회복되어가고있

다고느낄수있으며삶의질과정 인유의미한상

계를보이고있어회복의 수가삶의질의 수가낮은

것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과 련한 일반 특성으로 학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천주교의종교를가진경우,가구의월평균수

입이300만원이상인경우삶의질의 수가높아유의미

한결과를나타냈으며학력과수입은선행연구[8,30]에서

의 결과와 일치하 다.성별,연령,결혼상태,진단명,질

병기간,이용기 에서는 유의미한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성별[8,31,32],연령[12,15,31,32],결혼상태[31]

에서유의한차이를보인연구나진단명[8,15]에따른차

이를 보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이들 선행연구에

서는통계 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더라도연구에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 는데 이는 삶의 질이 개인이 주

으로 단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므로 일반 특성과의

련성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이에 해 일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일반 특성과

삶의질과의 련성에 한연구에서는기 ,지역,환경

특성등다양한상황을고려한신 한논의가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질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회복과월평균수

입으로 나타났는데 회복의 수 이 높을수록,수입이 많

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회복을

구성하는 요인은 희망,자아존 감,임 워먼트, 인

계,사회 응,병식,증상 리,일상생활기술 등 심리 ,

사회 ,신체 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역의 변수들

로 구성되어[3]삶의 질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

이충족될때삶의질도더욱높아질수있다.따라서이

를반 하여회복의수 을높이고더불어삶의질의수

도높일수있는 로그램을개발해야할것이다. 한

수입이많을수록삶의질이높아지므로직업재활이나취

업 련 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수입과 연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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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회복요인을 더욱 다양하게 악하여 그에 따

라삶의질을증진시킬수있는구체 인 재방안을마

련하고 용해야 할 것이다.

본연구는일부지역의정신장애인을 상으로하 으

므로 체 정신장애인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

다.

5. 결론

본연구는삶의질에기 하여희망,자아존 감,임

워먼트, 인 계,사회 응,병식,증상 리,일상생활기

술 등의 다양한 구성요인을 포함하는 통합 회복이 삶

의 질에 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하여 정신장애인의 삶

의질증진을 한 로그램개발에필요한근거를제시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

과월평균수입으로나타나회복의수 과수입이높을

수록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를 반 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진시킬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경

제 수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 회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 요인

들이삶의질에어떤 향을미치는지에 해 악할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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