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시작된 이래 퇴원 이후 정신

장애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

스의 요성이 꾸 히 증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신보

건서비스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어떠한 내용의 로그

램과 개입기법이 정신장애인의 증상완화 삶의 질 개

선에 정 향을 미치는지 등 서비스 효과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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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회복지향실천이 정신장애인의 정신과 증상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회복지향실천의 각 하

역 어떠한 요인이 정신과 증상에 향을 미치는지 탐색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보건기 의 회복지향실천 용을

한 실천 의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국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37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상 계분석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연령과 유병기간을 포함한

회복지향실천의 5개 하 요인 ‘삶의 목표’, ‘ 여’, ‘치료 안의 다양성’이 정신장애인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신보건기 이 회복지향실천의 가치와 요소를 반 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진시킬 수 있도록 정신의학 사회복지학의 융복합 의의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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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recovery-oriented practices on psychiatric symptom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further explores the impact of recovery-oriented practices in each subcategories on psychiatric 

symptoms, thereby demonstrating the intent of restoring the community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center. For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378 people with mental disorder who used community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center 

and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tudy found that among the five 

subcategories of recovery, including age and duration of illness, 'Life Goal,' 'Involvement,' and 'diversity of treatment 

options' alleviate symptom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Based on these findings, community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center has presented the combined significance of psychiatry and social welfare programs to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 mentally handicapped by reflecting the value and factors of recovery-orient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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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

기, 소비자-서비스제공자와의 계와 같은 기 의 실

천환경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1].

1990년 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수기와 질 연

구로 시작된 회복의 기연구에 의하면 병식, 증상 리

등 질병 련 요소와 지지체계 치료체계 등 환경 요

소의 상호작용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이 증진됨을 보고

하고있다[2,3]. 특히증상의 리와 조 은정신장애인들

이 자신의 삶에 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능동 주체

로 나아가도록 하는 시작 이자 회복을유지하는 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4].

정신과 증상은 사고 장애, 지각 장애, 기분 정동

장애, 의식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장애, 지능장애, 주의

력 집 력 장애, 행동장애로 구분된다. 특히 증만성

정신장애의 가장 흔한 진단인 조 병의 경우 망상과 환

각,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과 둔마된 정서와 같은 음성

증상이 표 으로 나타난다[5]. 조 병 환자의 치료에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성증상은 약물에잘 반응하는

반면 음성증상은 인지 , 사회 기능 손상을 래하기

때문에 사회 응의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약

물치료와 동시에 환자가 증상에 한 리 조 능력

을 갖고 인지 , 사회 기능장애를 최소화하여 지역사

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해서는 이를 한 정신건강서

비스의 제공이 상당히 요하다[6,7].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지

역사회 정신보건기 이 수 으로 증가하여왔고, 각 기

은 정신장애인이 성공 인 지역사회 응을 할수 있도록

증상 완화를 한 질병 리, 사회기능향상을 목표로 서

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최근 정신장애인의 강 을 강

화하고 자율성과 참여를 진함으로써 회복을 진하는

회복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한 회복지향실천을 반 하는 기 들이 증가하고 있다.

회복지향실천(recovery-oriented practice)이란, 정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존 하고, 이들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복에의 희망을 고취시키

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당사자의능동 인 참여를

가능 하는 서비스 환경을 의미한다[8]. 이는 서비스 체

계와 서비스 달방식까지 모든 서비스환경이회복을 지

향하도록 하는 포 인 환을 뜻한다[9].

과거 의료모델에 기반한 강압 인 치료 환경은 환자

를 병리 으로만 바라 으로써 정신장애인을 오히

려 수동 인 존재로 만들었으며, 증상의 완치만을 회복

으로 정의내림에 따라 무력감과 망감을 주기도 하 다

[10]. 그러나 1990년 이후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

정과 참여를 존 하는 치료환경이 오히려 정신장애인들

을 질병에 극 으로 처할 수 있게 한다는 선행연구

들이 보고되었으며[11], 서비스제공자와의 계가 문

가 수혜자가아닌 동등하고 력 인 계가 될 때정

신장애인이 삶에 한 통제력을 가지고 회복에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 다[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회복지

향실천이 정신장애인의 참여와 자율성을 진하고 자신

의 강 을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이고 진정한

회복에 이르게 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회복지향실천에 한 국

내의 선행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며, 부분의 연구

들은 회복지향실천이 정신장애인의 희망이나 삶의 질 같

은 주 평가지표에 미치는 향만을 살펴보았다. 비

록 회복 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모든 증상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완치를 회복으로 개념화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

의 존재여부가 회복과정에서 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12]. 그러나 증상의 완화와 조 은 회복을

견인하는 요한 요인이며, 특히 주 으로 지각하는

정신과 증상은 재발을 기에 발견하고 질병의 경과를

찰하며 리하는데 매우 요하다고 알려져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지향실천이 정신장애인의 정

신과 증상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회복지향

실천의 각 하 역 어떠한 요인이 특히 정신과 증

상과 계가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보건기

의 회복지향실천 용을 한 실천 의의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를 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국 정신장

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

애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표집방법은 임

의표본추출방법으로, 국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목록을 확보하여 기 담당자에게 화로 연구목 과 연

구내용을 설명하 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기 내 이용

자를 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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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 18세 이상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으

로 총 22개 기 에서 386명이조사에 참여하 다. 연구자

동의 서명이 락된 8명을 제외한 총 378명의 응답이 최

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일부 결측치는 선형보간법으로

체하 다.

2.2 측정도

2.2.1 독립변수: 회복지향실천

조사 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기 의 회복지향실천의

정도를측정하기 한척도로 ‘회복자기평가척도(Recovery

Self-Assessment)’를 사용하 으며[1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타당화 검증을 한 한국어 (K-RSA)을 활용하

다[15]. 본 척도는 정신보건서비스의 회복지향실천 수

을 사정하기 해 개발된 척도로 원척도의 개정 은

32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한국어 으로 타당화 한 연구

에서는 28문항이 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K-RSA는

①삶의 목표, ② 여, ③치료 안의 다양성, ④선택, ⑤

개별화된 서비스의 5개 하 역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947이었다.

2.2.2 종 변수: 정신과적 상

조사 상자의 증상은 ‘콜로라도 증상척도(Colorado

Symptom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16]. 본척도는

정신장애인이 해당 증상을 얼마나 자주경험하는가를 측

정하는 척도로 불안, 정신증, 자해 타해 험의 3개 하

역, 총 14개의 문항2)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빈번히 발생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5이었다.

1) 각 하 역별 문항의 를들면 다음과 같다 - “직원들은내

가 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돕기 해 열심히 일

한다”(삶의 목표), “내가 원할 경우 기 의 자문 원회나 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여), “직원들은 역할모델 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있는 회복 인 당사자들을 나에게소개

해 다”(치료 안의 다양성), “직원들은 나의 치료 보호에

한나의결정을존 하고 경청해 다”(선택), “직원들은 나

의 문화 경험, 흥미, 심에 경청하고 반응한다”(개별화된

서비스)

2) 정신과 증상 척도의 문항 시로는 “당신은 조함, 긴장,

걱정, 좌 , 두려운 기분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사람

들은 얼마나 자주 당신에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르거나 이상하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

십니까?”등이 있다.

2.2.3 통제변수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을 명확화하기

해 인구학 변인 질병 련 변인을 통제변수로 투입

하 다. 먼 인구학 변인으로는 성별과 연령을 투입

하 는데, 성별 변수는 남성을 거집단으로 하여 더미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 다. 질병 련 변인으로는 유병기

간, 진단명, 장애등록여부를 투입하 으며, 진단명의 경

우 조 병을 거집단으로, 장애등록여부 변인은 장애등

록을 한경우를 거집단으로 하여더미변수처리하 다.

2.3 료

본 연구의 분석을 해 spss 22.0을 활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 으며, 각 변인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회복지향실천의 각 역

이 조사 상자의 정신과 증상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213명(56.3%), 여성이 163명(43.1%)로 남

성이 많았다. 연령의 경우 40 가 142(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 가 111명(29.4%), 50 가 79명(19.0%)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 다. 교육수 은 고졸이 224명

(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 는 졸이 107명

(28.4%)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체의 88%가량을 차

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월수입을 살펴보면 100

만원 미만이 158명(41.8%)로 반 가까운 수를 보여

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이 경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1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6명

(20.1%)로 보고되었다. 조사 상자의 진단명을 살펴보면

조 병이 281명(74.3%)로 가장 높은빈도를 보 으며, 그

다음으로 조울증 30명(7.9%), 우울증 20명(5.3)이뒤를 이

었다. 장애등록여부를 보면 장애등록을 한 상자가 285

명(75.4%),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상자가 78명(20.6%)

인 것으로 보아 부분의 조사 상자의 정신질환이 만성

화되어있는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조

사 상자의 유병기간을 살펴보면 10-19년이 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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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20-29년 한

105명(27.8%)로 높아 반 이상의 상자들이 상당히 오

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만성정신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378)

Variable n %

Gender

male 213 56.3

female 163 43.1

missing 2 0.5

Age

20-29 43 11.4

30-39 111 29.4

40-49 142 37.6

50-59 72 19.0

Over age 60 7 1.9

missing 3 0.8

Education

Elementary-school 18 4.8

Middle-school 23 6.1

High-school 224 59.3

More than a college 107 28.4

missing 6 1.6

income
(monthly)

lower 100million won 158 41.8

100-300 million won 76 20.1

300-500 million won 27 7.1

higher 500 million won 14 3.7

missing 103 27.7

diagnosis

Schizophrenia 281 74.3

Bipolar Disorder 30 7.9

Depression 20 5.3

Schizoaffective Disorder 18 4.8

other 19 5.1

missing 10 2.6

Disability
Registration

Yes 285 75.4

No 78 20.6

missing 15 4.0

Duration
of mental
disorder

below 5years 34 9.0

5-9years 49 13.0

10-19years 130 34.4

20-29years 105 27.8

above 30years 29 7.7

missing 31 8.2

3.2 주  변수  특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변수로 회복지향실천과 조사

상자가 인식한 정신과 증상의 일반 인경향을 알아보

기 해 각 변인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확인하 다. 다

음의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복지향실천의 하

요인들은 5 만 에서 평균 3.51 에서 3.96

(SD=.68~.71) 사이의 분포를 보여 조사 상자들이 이용

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회복지향실천 수 이 높은 편

임을 악할 수 있다. 정신과 증상의 경우 응답자의 평

균은 5 만 에 2.18 (SD=.81)으로 보통수 보다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N=378)

min max mean SD

Recove
ry-

oriented
practice

Choice 1.25 5.00 3.96 .68

Individually-Tail
ored services

1.00 5.00 3.78 .71

Life Goals 1.00 5.00 3.79 .60

Involvement 1.00 5.00 3.52 .70

Diversity of
Treatment

1.00 5.00 3.51 .69

Psychiatric Symptom 1.00 4.71 2.18 .81

3.3 주  변수간 상 계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독립성을 확인해

보고자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다. 상 계수의 값이 .85 이상이면 변수들

간의 다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17], 체 변

수들이 .85를 넘는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78)

Variabl
es

1 2 3 4 5 6 7 8

1 1

2 .462** 1

3 -.003 -.026 1

4 .008 -.068 .658** 1

5 .029 -.044 .738** .814** 1

6 .078 -.004 .515** .705** .727** 1

7 .066 -.024 .594** .719** .784** .738** 1

8 .099 -.194** -.145** -.143** -.207** -.102* -.202** 1

*p<.05, **p<.01, ***p<.001
1.age, 2.duration of mental disorder, 3.choice, 4.Individually-Tailored
services, 5.life goals, 6.involvement, 7.diversity of treatment,
8.psychiatric symptom

3.4 계적 회귀  결과

정신과 증상을 종속변수로 한 계 회귀분석의

결과를 아래의 Table 4에 제시하 다. 먼 모형1에서통

제변수로 투입된 연령과 성별의 향력을 볼 때,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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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증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연령

은 증가할수록 정신과 증상의 수 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β=.180, p<.05).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질환

이 만성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4.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N=378)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onstant) 30.679 22.994 43.240

Gender† -.664 -.029 -.539 -.024 -.164 -.007

Age .010 .008 .206 .168* .220 .180**

Duration
of mental disorder

-.413 -.287*** -.426 -.296***

Diagnosis† -.211 -.008 -.353 -.013

Disability
Registration†

2.246 .084 2.089 .078

Reco
very-
orien
ted
practi
ce

Choice .112 .038

Individually-T
ailored
services

.171 .042

Life Goals -.407 -.235*

Involvement -.578 -.179*

Diversity of
Treatment

-.706 -.215*

F .148 4.435** 4.714***

R2 .001 .063 .126

△R2 .062 .064

*p<.05, **p<.01, ***p<.001
†: dummy variable
reference group: gender-male, Diagnosis-Schizophrenia, Disability
Registration-yes.

두 번째 모형으로 일반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질

병 련변인을 투입한 결과, 모형1의 설명력은 1% 으나,

모형2의 설명력은 6.3%로 증가하 다. 유병기간은 정신

과 증상에 부 인 향력을 보 다(β=-.296, p<.001).

즉,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정신과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결과로, 유병기간이 짧은 경우 성증상에 한 치료과

정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 외

진단명이나 장애등록여부는 정신과 증상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상자의 일반 변인과 질병 련변

인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복지향실천의 5개 하

요인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형2보다 설

명력이 6.4% 증가한 12.6%임을 알 수 있다. 개별 변인을

살펴보면, ‘선택’과 ‘개별화된 서비스’는 정신과 증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삶의 목표’(β=-.235,

p<.01), ‘ 여’(β=.179, p<.01), ‘치료 안의다양성’(β=-.215,

p<.01).는 정신과 증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귀시설

의 로그램 환경이 당사자가 삶의 목표를 형성하고 희

망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를 제공할수록, 한 서비스 계획 기 운 에 소비자

가 여할 수 있는 환경일수록 정신과 증상의 수 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들은 삶의 목표, 치

료 안의 다양성, 여의 순으로 정신과 증상에의

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논

본 연구는 국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

는 정신장애인 378명을 상으로 회복지향실천이 정신장

애인의 정신과 증상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에 의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30-40 의 연령빈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교육수 은 고졸이상이 체의 88%가량을

차지하 고, 반에 가까운 조사 상자가 가계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조사 상자의 진단명은 조 병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조울증, 우울증 등의 만성정신질환

이 주를 이루었다. 조사 상자의 75.4%는 정신장애인으

로 장애등록이되어있으며, 유병기간 한 62%가량이 10

년-30년의 범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수가 만성

정신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상자들이 이용하는 기 의 회복지

향실천 수 은 하 역별 평균 3 후반 로 약간 높은

수 으로 조사 상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사회복귀시

설의 로그램 환경에 해 체로 회복지향 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신과 증상의 경우

2.18 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정신과 증

상이 낮은 이유는 모든 조사 상자가 재 사회복귀시설

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 차원에서 증상 리가 잘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신과 증상에 한 회복지향실천의 향력을

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체 모형의 설명

력은 12.6%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 으로 ‘선택’과 ‘개

별화된 서비스’ 하 요인은 정신과 증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삶의 목표’, ‘ 여’, ‘치료 안의

다양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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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회복지향실천이 정신장애인들의 정신과 증상을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학

인 개입 외 정신재활 로그램이나 회복환경등 지역사

회 정신건강 서비스 요인 한 정신과 증상의 치료에

있어 요한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일치하는 결과이

며[18], 특히 서비스제공자 서비스 환경이 회복에

한 가치와 신념을 반 할 때 정신장애인의 회복이 진

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 된다[11,19]. 다만 ‘선택’ ‘개

별화된 서비스’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에

해서는 증상 리 외 자기결정, 희망, 지역사회와 연결된

느낌등 회복의 다른요소와더 큰 련성을 가질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추후 련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 한 논의와 제

언을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우선, 본 연구를통해우리는

개인의 환경체계에 한 응 능력을강화시키고 능동

인 주체로서의 삶을 가능 하는회복지향실천이 정신의

학 역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정신과 증상을 감

소시킬 수 있다는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

를 통한 증상이 완화된 후에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료모델의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내에서 회

복지향 실천환경을 조성하고 역량강화할 수있는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과정안에서 증상을 리하며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근하여야 할 것이다[20].

1990년 이후 국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정신

보건법의 제정과 맞물려 속한 진보를 이어왔으며, 주

로 상자의 사회기능 향상 직업재활 등에 을 둔

정신사회재활모형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

에 더하여 본 연구결과를 통해회복지향실천의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향후 보다 많은지역사회정신보건 기 들이

회복지향실천의 가치를 반 하고 로그램 내용 한 회

복의 요소를 반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과 호주 등

서구에서는 지역사회 기 에서 회복지향실천을 용하

고 주정부 정신보건기 한 매뉴얼과지표를 개발하여

회복지향실천의 용을 권장하고 있다[21]. 따라서 국내

에서도 정신보건기 정신보건실무자를 상으로 회

복지향 패러다임 회복지향실천의 요소에 한 보수교

육을 확 하고 로그램 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의

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문가들이 회

복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정서 소진을 방하며 서비스

안에서 당사자의 역할이 더욱 확 될 수 있도록 역량강

화와 지지를 제공한다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회복의 과

정안에서 능동 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22].

다만 본 연구는 계 회귀분석을 이용한 탐색 분

석방법을 활용하 으며, 횡단조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차후 변수간 인과 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회복지향 실천이 정신장애

인의 증상을 감소시키는지, 는 증상이 완화되고 증상

리를 잘 하는 경우 사회복귀 로그램에 보다 자발

이고 능동 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회복지향 으로 인식

하는지 등 방향성에 해 보다 면 한 검증이 진행된다

면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역의 융복합 실천 의

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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