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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성 정신질환자

의 일상생활기능 정도, 재활준비 정도,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신보건센터 재

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정신질환자는 경기지역의 16개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석

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로 자료수집 기간 중에 내원 한 158 명이었다. 자료수집 기

간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10일 까지 이었으며,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 문항, 남경아(1997)가 Wallace(1985)

의 Independent Living Skills Survey(ILSS)를 번역, 우리 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일상생활기능 측정도구와 박미애(1999)가 Hilberger (1995)의

Change Assessment Questionnaire-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CAQ-SPMI)

를 번역, 개발한 재활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dow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평균 연령은 32.38세 이었으며 30대가 43.4% 로 가

장 많고 남자가 63.1%로 여자보다 많았다. 미혼이 84% 이었고 고졸이상의 학력

이 82%, 종교를 갖고있는 경우가 73.2% 이었다. 의료보험이 64.5%, 의료보호가

30.9%, 없는 경우는 4.5% 이었다. 부모와 동거하고있는 경우가 78.8%이었고, 정

신분열증 86.5%, 조울증이 5.1%를 차지하였다. 발병연령으로는 20대가 48.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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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으며, 평균 발병연령은 22.67세 이었다.

2. 재활프로그램 참여기간은 평균 18개월이었으며, 주간재활 참석 56.7%, 직업

재활 참석 24.0%, 둘 다 참석하는 경우는 19.3% 이었다. 주 5일 참석이 42.7%

이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53.3%로 가장 많았다. 재활프로그램 중 도

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교육 21.8%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훈련, 여가

활용프로그램, 대인관계훈련, 집단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 적응훈련 순 이었다.

3. 일상생활 기능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37(SD=.73)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는 교통수단이용(2.80), 개인위생(2.75), 가사활동(2.63), 건강유지(2.60), 금전관리

(2.53), 식사(2.33), 여가활동(1.73), 직업기술(1.59)의 순 이었다.

4. 재활준비는 숙고단계가 15.34(Sd=2.75)로 가장 높았고 유지단계(15.05), 행

동단계(15.05) 숙고 전 단계(9.11) 순 이었다. 숙고단계가 26.6%로 가장 많았고,

유지단계 17.7%, 행동단계 15.8%, 숙고 전 단계 4.4%, 이행 단계에 있는 집단

14.5%, 재활준비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기타 집단 20.9% 로 분포하고 있었다.

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기능은 유지단계가 2.51, 행동단계 2.39, 숙고단계

2.25, 숙고 전 단계 2.0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성정신질

환자의 일상생활기능과 재활준비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은 일상생활 기능과 재활준비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일상생활기능, 재활준비, 만성정신질환자, 정신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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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50년대 항 정신병약물의 발견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자각 등으로 촉

진된 탈원화 정책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오

게 되었다. 항 정신병 약물의 탁월한 양성증상 치료 효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시기가 단축될 수 있게 되었으나 항 정신병 약물만으로 감정 둔마, 의욕상

실,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음성증상과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Wallace 등,1992). 그러므로 약물치료와 정신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모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Liberman,1986), 입원/수용 위주의 관리에서 지역

사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고(고양시,1997) 탈 수용화 된 환자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

로 정신보건센터가 대두되게 되었다(이충순 외,1997).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

건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되었고, 1997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현재 서울 7

개소, 경기지역 19개소,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 18개소로 총 44개소의 정신

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표적집단이 되는 만성 정신

질환자들은 진단이나 증상의 경중, 장애정도, 장애기간 등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는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김소야자,1998; 서울대,1994), 의학적

치료와 함께 필요로 되는 재활 서비스가 다양하다. 가사활동, 금전관리, 여가활동,

- 1 -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일상생활 기능은 만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되는 기능으로서 정신보건센터 재활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가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정신간호학회 등,1998;

남경아,1997; 이숙,1996; 서울시정신보건시범사업보고서,1995),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조기 탈락하는 이유로 참여자의 동기, 의욕부족을 들면

서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준비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프로

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김철권외,1996; Hilberger,1995; Lehman 등,1993) 정

신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한 대상자의 동기와 재활에 대한 준

비정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박미애,1999; 오태성,1996).

그러나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이나 재활에 대한 동기, 준비정도를 평가하지 않은

채 수행되고 있어, 제공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 기능정도, 재활준비 정도를 조

사함으로서 정신보건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기능 향상과 재활 준비정

도를 높여주는 효율적인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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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기능 정도와 재활준비 정도를 조사함

으로서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계획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정도를 조사한다.

2) 연구 대상자의 재활 준비 정도를 조사한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기능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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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만성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서적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동

시에 만성적인 경과 때문에 일상생활의 주요영역(개인위생, 자기관리, 목표지향,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학습 및 오락) 중 3가지 영역 이상에서 기능장애를 보이

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으로(Goldman등,1981),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

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2) 일상생활 기능

자가간호, 사회적 관계, 직업적 기능, 여가시간 활용과 관련된 독립적인 활동

을 수행하는 환자의 기능 수준으로 정의되며(ANA, 2000), 본 연구에서는

Wallace의 독립생활기능 척도(ILSS)를 남경아(1997)가 우리 나라 상황에 맞게 수

정 보완한 도구로 식사영역, 개인위생, 가사활동, 건강유지, 금전관리, 교통수단이

용, 여가활동, 직업관련 기능 영역에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재활준비

재활에 대한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확신을 의

미하며 재활에 대한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가와 재활에 대한 동기부여와 태도를

포함한다(Cohen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Hilberger의 Change Assessment

Questionnaire-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CAQ- SPMI)를 박미애(1999)

가 번역, 개발한 도구로 숙고 전 단계, 숙고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4개 하위

영역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은 영역을 재활준비 정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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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정신재활 프로그램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이 도입되

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은 1950년대 항 정신병약물의 발견과 정신질환자

의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병원이나 수용소 등의 시설에서 관리되던 만성 정신질

환자를 지역사회로 탈원화 시켜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적인 것이다(김소야자,1994).

196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지

역 정신건강 접근방법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정신보

건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서(서동우,1997),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수준의 정신의학적 예방과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이충순,1997; 원정숙1997).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접

근 방법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전인적 치료, 재활, 사회 통합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서울대,1994)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장소를 병원/시설에서부터 지역사회

로 옮겨 기존의 의학적 치료모델을 벗어나 간호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적 다 학

제간의 건강모델을 지향한다(김수지외,1998).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정신질환자의 관리장소가 병원이나 수용소와 같

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이며,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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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신질환의 치료적 서비스와 함께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중점

을 두고 있다.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 치료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의 포괄성,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중교육 등의 간접적인 서

비스, 위기중재 등의 새로운 임상적 관리기법,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

발, 가용 인적 자원의 동원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이충순외,

1997; 서동우,1997). 만성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예방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서동우,1997; 서울대,1994)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정

신사회 문제의 예방, 새로운 환자의 발생률 감소, 유병 율 감소, 그리고 잔존하는

장애 율 감소를 위한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두고있다(Gerald

C. & Ruth C.,2000).

정신재활은 신체재활 영역에서 기초가 되는 손상(impairment)-장애(disability)-불

구(handicap)의 재활모델에 기초한다(손명자,1998; 김철권외,1995). 이는 오랫동안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력을 개선하고 그들이 선택한 환경에서 최

소한의 전문적인 개입을 받으면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

와주고(Anthoney, Cohen, & Cohen, 1983), 개인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환경 내에

서의 지지를 더 받도록 발전시키는 과정이 포함되며 자신의 생활과 학습, 직업환

경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으로(손명자,1998; Anthoney & Liberman,1986) 정신

질환의 약물치료를 보완하고 더 나은 치료결과를 얻기 위한 재활치료이다

(Wallace,1993). 정신재활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현재 기능수준을

유지,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환경자원의 개발, 향상을 꾀하는 것으

로(박강규,1990), 질병의 완치보다는 적절한 교육과 환경적 지지를 통하여 자기관

리 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회복시킴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있다(Liberman,1988).

- 6 -



이러한 정신재활은 정신장애가 생물학적 취약성과 함께 심리 사회적 요소들

이 상호작용 하여 발생한다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김철권,

변원탄,1996). 정신질환을 새롭게 이해하는 취약성-스트레스 모형(vulnerability- stress

model)에 의하면, 정신분열병은 개인이 가지는 생물학적 취약성과 자신의 해결능

력을 뛰어넘는 문제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반복되

는 재발로 만성화의 과정을 밟으며 사회생활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만성정신질환은 특성상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며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갖고있는 정신

사회영역에서의 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소

야자 외,1998).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재활 철학에 의해 약물·증상관리, 사회기술,

대인관계기술, 대처기술, 개인위생 및 자가 간호를 배우도록 돕는 것으로서 금전

관리, 요리, 쇼핑, 청소 등의 가사활동 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 훈련 등을 포함하

게 된다(Corrigan, Rao, Lamb, 1999; Gregory, 1999; Garske,1999, Anthoney,

Cohen, & Farkas,1990). 병원이나 시설위주의 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역사

회 치료는 그들의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늘리고, 자율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삶

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

요한 대처기술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 기술이 있느

냐 없느냐가 증상보다 재활성과와 관련된 요소가 된다고 하여 일상생활 대처기

술이 재활프로그램에서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Test & Stein,2000).

우리 나라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정과 정신보건사업 수행 이전에도 일부 병원

의 낮 병원, 사회복귀 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서동우,1999). 그러나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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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건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은 접근 성이 높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낮 병원에서 실시되

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만성 정신질환자의 생활유지를

목표로 하며 또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이나 재활의 요소를 가지는(이후경,1999),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은 주간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나

눌 수 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증상·약물관리, 일상

생활기술, 사회기술 훈련, 대인관계 기술, 여가선용 훈련 등의 다양한 집단치료가

제공되며, 직업재활 프로그램 역시 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직업수행 능력

등에 따른 직업훈련과 성공적인 취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보건복

지부,2000; 서동우,1999).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보건센터는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필요로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역적 특성과 치료팀의 구성, 자원봉사자 확보에

따라 3개월-6개월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의 기능과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동기부여와 직접적인 대처기술에

대하여 치료적인 개입을 받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이 병원치료를 받

은 대조 군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더욱 생산적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만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

로 생활하는 데 동기부여와 직접적인 대처기술 훈련이 중요한 치료적 중재기술

로 활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Stein,1975). 일상생활기술 및 사회기술 훈련과정

과 사회적, 여가활용, 직업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처기술 훈련, 지역사회 거

주훈련 등의 세 단계로, 토큰경제(token economy), 동료강화(peer-group reinforcement),

행동조절(behavior modification), 역할연기(role modeling) 와 같은 훈련 기법을

활용하도록 구성된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의 경험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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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술 훈련이 더 필요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어(Cutler,1984), 만성정신질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는데는 일상생활 기술훈련이 지속

적으로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약물·증상 관리, 불안과 우울에 대한 대처, 사회기술 훈련, 금전관리, 자가간

호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기술과 여가기술의 다섯 가지 주요 기술 분양의 훈련

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정신교육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능이 실질적

으로 향상되었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었던 환자의 사회지지망과 여가활동의 확대

가 이루어졌는데 이에는 집단형식의 교육과 과제물이 활용되었다(Halford 등,

1995)고 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 경기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있는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교육, 예술요법, 레크리에이션, 사회기술훈련, 집단정신치료, 인간관계훈련, 일

상생활관리훈련, 가족교육 자치회의, 인지재활 치료 등의 기타 프로그램으로 조사

되었고(최현주,1998), 주간보호 프로그램 참여전 후의 효과를 증상, 삶의 질, 삶의

만족도의 변화로 분석한 연구에서 삶의 질 척도 중 목적의식과 동기, 일상적 활

동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 척도에서 대인관계와 여가활

동의 하위 척도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신보건센터의 주간보호

에 참여하는 것이 만성 정신질환자의 생활유지와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 보고하고 있다(이후경,1999).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

그램이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처 기술 향상과 재활에 대한 동기

를 부여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효과가 없고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만

성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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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재활치료에 참여할 대상자의 준비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Lehman

등,1993). 또 만성 정신과 환자들이 재활 하고자 하는 동기나 태도가 다를 수 있

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재활프로그램에서 상당수 탈락하고 재활 성과가 고르

지 않는 등의 재활프로그램에 비 순응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재활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활 준비정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을 제언하고 있으므로(박미애,1999; Hilberger,1995)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

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

준비에 대한 조사와 준비 정도에 적합한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가 만성 정

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기능, 자가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서동우,1999;

최혜영,1998; 오금순,1998; 정신간호학회 외,1998; 남경아,1997; 이숙,1996)에 한정

되어 있고, 이들의 재활 준비에 관한 연구로는 재활 준비도 척도 개발(박미

애,1999) 뿐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정신

질환자의 일상생활기능과 재활준비 정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성 정신질환

자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과 재활준비 정도를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정신보건 센

터의 재활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 평가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0 -



2 .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준비

1) 일상생활기능

만성 정신질환자들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며, 금전관리나 음식준비, 대중교

통이용 등의 일상생활 기술의 결여, 자신을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

기관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경쟁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

려움을 가지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징을 보이는데(Test & Stein,1978),

이러한 특징들은 질병의 경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상

생활의 대처기술인 개인위생, 옷차림, 청소, 세탁물 유지, 음식점이용, 요리, 쇼핑,

금전관리, 대중교통이용, 전화이용 등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오금

순,1998),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필수

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임상지침에서는 지난 30년 간

항 정신병 약물의 발전으로 급성 정신증상은 쉽게 치료되고 있으나 반복되는 재

입원과 지역사회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

는 일상생활 기술 활동, 작업기술, 여가활용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 4가지의 대처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하여(T est & Stein,2000)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가 만성 정

신질환자의 빈번한 재발과 삶의 질 저하의 이유로 꼽고 있다.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의 지역사회 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처기술을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으며

대처 기술의 정도는 증상보다 재활결과와 관련되는 결정요인이며(Garske,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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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의 결손이 있는 대상자들은 직업에 대한 동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의뢰되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직업에 대한 동

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개인의 대처기술과 욕구를

충분히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Braitman, et al., 1995)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가 정신재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다.

ANA(American Nursing Association)의 11개의 정신간호 업무 표준에서도 세

부적인 간호중재에 일상생활 활동이 포함하고 있어,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적절한 자가간호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목표 지향적인 방법으로 일

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있다(Ernest, 1992).

외국의 경우 대상자의 기능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치료계획, 치료결과를 증명

하고 행동주의적인 보건서비스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같이 임상적으로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이러한 기능수준에 관

한 자료는 정책입안자와 의료비 지불자, 관리자들에 의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다른 형태의 비용효과 비교에 사용되고, 선 지불의료제도(prepaid health system)

내에서 인두세율(capitated payment rate)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McFarland

et al., 1995). 기능수준은 정신보건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많은 지표 중에 하

나로 대상자나 가족, 의료비 지불자에게 매우 중요하다(Zani et al.,1999)고 하여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 성과지표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재가 정신질환자의 정신재활간호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간호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간호 활동이 향상되었으

며 특히 식사, 배설, 옷 입기, 여가생활, 사회생활, 약물복용, 외래방문 등의 영역

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수면, 개인위생, 가사활동, 안전, 금전관리 영역에서 대조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면서 향후 수면 등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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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관련된 자기간호 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

고 있다(이숙,1996). 또 재가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간호

사업에서 재활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비교 연구에서 참여

6개월 후에 개인위생, 용모와 의복관리, 주변정리 영역에서, 12개월 후에는 개인

위생, 용모와 의복관리, 주변정리와 음식준비에서, 18개월 후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참

여 기간이 길수록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수지,1998).

그러므로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목표로 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만성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기능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

료들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 재활 준비

WHO(1994)는 재활을 개체를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기능상의 능력을 갖도

록 훈련, 재훈련하기 위한 의학적, 교육적, 직업적 수단의 통합된 적용 으로 정의

하고 있다(이부영,1997). 성공적인 재활의 성과를 위해서는 각 환자의 회복 잠재

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정도에 따라 알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훈련을

통하여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재활은 환자의 긍정적인 참여의지가 필수로서(전

세일,1998) 재활 하고자 하는 환자의 욕구와 동기부여가 강조되고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은 개인의 대처기술을 발전시키고, 환경 내에서의 지

지를 더 받도록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자신의 생활과 학습, 직업환경을 변화시키

도록 돕는 것으로(손명자,1998),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재활은 문제가 되는 행동

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행동이 변화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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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범 이론적 모델을 기초로 재활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범 이론적 모델은 문제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문제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숙고 전 단계, 숙고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

단계로 나누면서 준비단계를 숙고단계에 포함시켜 4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

명하고 있고, 대상자들이 자조적으로 사용하는 적응기전으로 경험적 기전과 행동

적 기전의 10가지를 설명하고 있다(Prochaska et al., 1994; Prochaska,1979).

숙고 전 단계(precontemplation stage)는 가까운 장래에 재활 하고자 하는 의

도가 없으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여 병식이 없는 단계로 적

응기전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단계이다. 숙고단계(contemplation stage)는 자신의

문제행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재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단계로서 주로 경험적 변화 기전을 많이 사용하는 단계이

다. 행동단계(action stage)는 자신의 문제행위를 극복하고, 재활 하여 사회 복귀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행동이나 환경을 수정하는 행동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계이며 유지단계(maintenance stage)는 문제행동

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고 행동단계동안 이루어진 변화가 더 강화되는 시기이

다.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서는 주로 행동적 변화기전을 많이 사용하게된다.

각 단계에는 10개의 적응 기전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응기전으

로 의식상승(consciousness raising)은 문제행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

를 구하는 것이며, 극적 해소(dramatic relief)는 문제행동의 결과에 대한 감정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자기 재평가 (self reevaluation)는 문제 행동에 대한 가치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적 재평가(environmental reevaluation)

는 어떻게 문제행동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고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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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자기해방은 (self liberation) 행위를 변화시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믿

음을 갖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역 조건 형성(counter

conditioning)은 문제행동에 대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자극과 반응사이

의 바람직하지 못한 연결을 깨뜨림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자극

통제(stimulus control)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상황과 원인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화관리(reinforcement management )는 문제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다. 돕는 관계(helping

relationship)는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Prochaska 등은(1992) 숙고전 이나 숙고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지 지향적

인 프로그램을, 행동이나 유지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행동 지향적인 프로그램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각 변화의 단계에 특별히 강조되는 변화의 과

정과 대표적인 개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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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변화의 단계에 따라 특별히 강조되는 변화의 과정

단 계 과 정 대표적인 개입 방법

숙고전단계

의식고양

극적 해소

환경의 재평가

관찰, 해석, 직면하기

사이코 드라마, 역할연기

공감하기, 기록하기

숙고단계 자신의 재평가 가치의 명료화, 의미치료

준비단계 자기해방 자기효능감 향상훈련

행동단계

강화관리

조력관계

역조건화

자극통제

조건계약, 자기보상

치료동맹, 자조그룹

체계적 둔감화, 이완

위험한 단서 피하기

유지단계

* 박미애(1999)의 논문에서 재인용한 것임.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재활에 대하여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재활에 대한 준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숙고 전 단계는 병식이 없고 재활에 대한 의

도가 없는 상태이며, 숙고단계는 병식이 있고 재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만 하

고있는 상태, 행동단계는 재활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함으로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 유지단계는 재활 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재활준비란 재활에 대한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확신,

동기와 태도로 정의되는데(손명자,1998; Ferdinandi et al.,1998; Cohen et

al.,1993), 개인적인 재활준비 정도의 차이가 재활프로그램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재활 계획 시 재활준비가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박미애,1999; Cohen et al.,1997; Cohen et al.,1993). 이는 심각하고 지

속적인 주요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새로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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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 준비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이

러한 차이는 재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애,1999). 그러므

로 재활준비 정도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대한 욕구 사정에 포함되어야 할

개념으로 정신재활 서비스의 욕구 사정과 계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서비스

수행 시에는 재활 준비단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재활의

성과 평가지표에 재활준비 단계의 변화 정도를 포함 하여야한다(Ferdinandi et

al., 1998; Smith,1998; Cohen et al.,1993,1997).

정신분열증환자의 재활성과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준비정도를 재활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 보았으며

변화에 대한 만성 정신질환자의 주관적인 준비상태가 환자의 사정 시에 고려되

어야 하는데(Ferdinandi,1997), 이들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새로운 행동

을 학습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문제행동의 변화는 준비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변화에 대한 준비정도를 평가하고 그 준비도 단계에 맞는 정신재

활 서비스가 주어질 때 효과적이라고 하여(박미애,1999), 앞으로 정신재활프로그

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준비 단계에 맞는 적절한 개입 전략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신재활프로그램은 재 입원 율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에

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Dion&Anthoney,1987),

재활프로그램의 탈락 율이 50%이상이었다는 연구(김철권 등,1997)와 주간재활프

로그램의 중도 탈락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상실 또는 동기부족에 따른 부

적응이 37.5%에 달한다는(최현주,1998)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탈락 율을 줄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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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보스턴 대학 정신재활센터에서는 개인의 선호,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

변화에 대한 결의, 자기 효능감, 환경적 자각, 자기인식과 같은 변인을 포함하는

재활에 대한 개인의 준비가 정신재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며(Cohen, 1993) 뉴욕주의 정신보건당국은 재활준비도의 평가와 재

활 준비정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험

에서 지원하는 재활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Cohen et al.,1997).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계획시 대상자의 동기나 재

활에 대한 준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성정신질환자의 정신재활 계획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 기능의 사정과 함께 대상자의 재활

에 대한 준비정도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지역사회에서 정

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기능과 재활에 대한 준비정도를 파악

함으로서 이들의 재활프로그램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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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과 재활 준비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 연구 대상

경기도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19개 중 16개 센터에 내원하는 만성 정신질

환자로서 조사 기간 중 정신보건센터에 내원하여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

정신질환자 중 다음의 선정기준 하에 선별된 169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각한 잔류증상이 없는 자

3 .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일상생활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와 재활준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일상생활기능은 남경아(1997)가 Wallace의 ILSS의 112문항을 우리 나라

문화적 상황에 맞게 번역, 수정 보완한 8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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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별로는 식사 9문항, 개인위생 17문항, 가사활동 18문항, 건강유지 7

문항, 금전관리 10문항, 교통수단이용 8문항, 여가활동 12문항, 직업관련 기

능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 항상 그렇다

의 4점까지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남경아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 s

alpha 는 .60-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s alpha 는 식

사영역이 .80, 개인위생 .92, 가사활동 .95, 건강유지 .88, 금전관리 .89, 교통

수단이용 .86, 여가활동 .84, 직업관련기능 .87이었으며 도구 전체의 신뢰도

는 .97로 나타났다.

2) 재활준비 정도는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활 준비정도를 평가하

는 도구인 Hilberger (1995)의 Change Assessment Questionnaire -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CAQ- SPMI)를 박미애(1999)가 번역, 개발한

16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숙고 전 단계, 숙고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4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측

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4개의 하위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영역이 개인의 재활준비 정도로 간주된다. 박미애(1999)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각 단계별 Cronbach 's alpha 는 숙고 전 단계가 .72였고 숙

고단계 .76, 행동단계 .85, 유지단계 .7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숙고 전단

계 .75, 숙고단계 .67, 행동단계 .76, 유지단계.74 이며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s alpha 는 .73이었다.

3)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진단 명, 첫 발병(입원시기), 학력 등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과 센터 이용기간 및 유형, 참여중인 재활프로그램, 입원횟

수 등의 재활관련 특성을 포함하는 1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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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20일 - 2000월 11월10일 까지 이었다.

경기도내 19개 센터 중 16개 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에 전화로 본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69

부 배부하여 전수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158부를 분석하였다.

5 .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를 이용한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재활준비 정도는 각 단계에 해당되는 문항의 점수 합을 계

산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활 준비정도, 일상생활 기능과의 관계는

T - test 와 Anova- 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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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활관련 특성

을 파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의료

보장형태, 직업경험, 진단 명, 발병연령, 입원기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63.1%으로 여자의 36.9%보다 많으며, 연령은 최저 19세에서

최고 55세로 평균 연령은 32.38세이며 30대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33.1%, 40대 15.9% 순 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4%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8.9%, 기혼 4.5%, 별거와 사별

이 각각 1.3% 순으로 대부분이 독신상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0.9%이며 전문대이상 졸업이 21.1%, 중졸이 12.2%,

초등학교 졸업 4.5% 순 이었다. 종교는 무 교 26.8%, 기독교가 45.9% 천주교

14.0% 불교 10.8% 기타 2.5%로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73.2%를 차지하였다.

의료보장형태는 의료보험이 64.5%를 차지하였으며 의료보호가 30.9%, 없는

경우가 4.5% 순 이었다. 현재 동거인으로는 부모가 78.8%로 가장 높았으며 형

제·자매 8.3%, 자녀 5.8% 배우자 3.2%, 동거인이 없는 경우 3.2%, 친척 0.6%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직업을 가졌던 경우가 79.1%,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는 2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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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명은 정신분열증이 86.5%, 기타가 5.8% 조울증이 5.1% 주요우울증이

2.6%로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대부분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경우이었다.

발병연령으로는 10대가 35.3% 20대가 48.7% 30대가 14.0% 40대와 50대가 각

각 1.3 0.7%로 정신분열병의 발병연령인 10- 20대 발병이 84.0% 이었으며 발병

평균 연령은 22.67세 이었다.

입원기간으로는 3개월 이하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하가 29.8%, 1년

에서 4년 사이가 20.2%, 4년 이상이 17.2%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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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58

특 성 구 분 실수(백분율)

성 별 남

여

99(63.1)

58(36.9)

연 령 10- 19

20- 29

30- 39

40- 49

50- 59

8( 5.1)

52(33.1)

68(43.4)

25(15.9)

4( 2.5)

결혼상태 미혼

기혼

이혼

별거

사별

132(84.0)

7( 4.5)

14( 8.9)

2( 1.3)

2( 1.3)

학 력 무학

초등학교졸 이하

중학교졸 이하

고등학교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기타(대학원이상)

2( 1.3)

7( 4.5)

19(12.2)

95(60.9)

7( 4.5)

26(16.6)

종 교 무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42(26.8)

72(45.9)

17(10.8)

22(14.0)

4( 2.5)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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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58

특 성 구 분 실수(백분율)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1종

의료보호2종

없 음

100(64.5)

36 (23.2)

12( 7.7)

7 ( 4.5)

동거인 없 음

부 모

형제, 자매

배우자

친척

자녀

5 ( 3.2)

123 (78.8)

13 ( 8.3)

5 ( 3.2)

1( 0.6)

9 ( 5.8)

직업경험유무 있 다

없 다

121(79.1)

32(20.9)

진단명 정신분열증

조울증

주요우울증

기 타

135 (86.5)

8 ( 5.1)

4 ( 2.6)

9 ( 5.8)

발병 연령 19세이하

20- 29

30- 39

40- 49

50- 59

53 (35.3)

73 (48.7)

21(14.0)

2( 1.3)

1( 0.7)

입원기간 0- 3개월

4- 6개월

7- 12개월

13- 24개월

25- 36개월

37- 48개월

49개월이상

44 (32.8)

20(14.9)

20(14.9)

12( 9.0)

10( 7.5)

5 ( 3.7)

23 (17.2)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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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상자의 재활관련 특성

연구 대상 정신질환자의 재활관련 특성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 재활프로그램 참여 일수, 참여태도와 도움이 되는 재활프

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이용기간은 평균 18개월이었으며 6개월 이내가

34.7%, 1년 22.2%, 2년 12.5%, 3년 16.7%, 4년 9.7% 순 이었다. 재활프로그램 유

형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만 참석하는 경우는 전체의 56.7%, 직업재활만 참석하

는 경우가 24.0%,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참석하는 경우는 19.3% 이었다.

참여 일수로는 주 5일 참석하는 경우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주 3일 이

31.3%, 3일 미만 8.0%, 불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10.7%, 기타 7.3%로 나타났

다. 이는 각 센터 별로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다르고 회원의 재활프로그램 참여

기간, 등록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태도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율은 53.3%, 대체로 잘 참여한

다는 응답이 34.9%,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9.2%,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3%,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로 대상자의 88.2%가 재활프로그램에

대체로 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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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연구 대상자의 재활관련 특성

N =158

특 성 구 분 실수(백분율)

재활프로그램 참여기간 1- 3개월

4-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4개월

25- 36개월

37- 48개월

49개월이상

33 (22.9)

17 (11.8)

32(22.2)

12( 8.3)

6 ( 4.2)

24 (16.7)

14 ( 9.7)

6 ( 4.2)

참여하는 프로그램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두가지 모두

85 (56.7)

36 (24.0)

29 (19.3)

참여 일수 주 5일

주 3일

주 3일미만

불규칙적으로

기타

64 (42.7)

47 (31.3)

12( 8.0)

16 (10.7)

11( 7.3)

참여태도 적극적으로 참여

대체로 잘 참여

그저그렇다

거의참여하지않음

전혀참여하지않음

81(53.3)

53 (34.9)

14 ( 9.2)

2( 1.3)

2( 1.3)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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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재활프로그램 중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교육 61.4%, 일상생활훈련 43.7%, 여가활용

프로그램 36.1%, 대인관계훈련 32.3%, 집단치료 31.0%, 직업재활 26.6%, 지역사

회적응훈련 24.1%, 작업요법 15.2%, 기타 11.4%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도움이 되는 재활 프로그램 현황

N =158

특 성 실수(백분율)

정신건강교육

일상생활훈련

여가 활용프로그램

대인관계훈련

집단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 적응훈련

작업요법

기 타

97(61.4)

69(43.7)

57(36.1)

51(32.3)

49(31.0)

42(26.6)

38(24.1)

24(15.2)

18(11.4)

*중복응답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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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 정도

연구 대상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은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으로

평균 2.37(±.73)이었다. 하위기능은 교통수단이용(2.80±.96)이 가장 높았으며 직

업기술 기능(1.59±1.04)이 가장 낮은 기능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위생(2.75

±.92), 가사활동(2.63±.99), 건강유지(2.60±1.07), 금전관리(2.53±1.02), 식사(2.33

±.85), 여가활동(1.73±.87) 순으로 조사되어 개인위생, 가사활동, 건강유지, 금전

관리, 교통수단의 5개 영역이 평균 이상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영역의 범위는 최소가 0- 0.50, 최대 4점으로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

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5〉.

〈표 5〉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

N=158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 균 ± 표준편차

식 사 0.00 4.00 2.33 ± .85

개인위생 0.00 4.00 2.75 ± .92

가사활동 0.50 4.00 2.63 ± .99

건강유지 0.00 4.00 2.60 ±1.07

금전관리 0.40 4.00 2.53 ±1.02

교통수단이용 0.00 4.00 2.80 ± .95

여가활동 0.25 4.00 1.73 ± .87

직업기술 0.00 4.00 1.59 ±1.04

기능 평균 0.66 4.00 2.37 ± .73

무응답/ 비해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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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상자의 재활준비 정도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재활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숙고단

계가 15.34(SD=2.75), 유지단계 15.05(SD=2.97), 행동단계 14.81(SD=2.96), 숙고 전

단계 9.11(SD=2.93)으로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인 재활준비는 숙고단계에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숙고단계가26.6%로 가장 많았고 유지단계 17.7%,

행동단계 15.8%, 숙고 전 단계 4.4%, 숙고 전 단계와 숙고단계의 경우처럼 인접

한 두 단계의 점수가 동일하여 이행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14.5%, 4개의 단계 중 3개의 단계 점수가 같거나, 숙고 전 단계와 행동단계의 점

수가 같아서 어느 한 단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집단이 20.9%로 나타났다.

〈표 6〉연구 대상자의 재활준비 정도

N =158

구 분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숙고전단계 숙고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숙고전단계 7 ( 4.4) 15.00±4.08 11.43±3.74 11.43±4.39 11.71±4.03

숙고단계 42( 26.6) 8.45±2.68 17.05±1.74 13.90±2.65 13.36±2.92

행동단계 25 ( 15.8) 9.48±2.37 14.48±2.49 17.20±1.70 15.20±1.53

유지단계 28 ( 17.7) 8.82±2.87 14.43±2.71 14.29±2.94 17.07±2.24

이행단계* 23 ( 14.5) 9.09±2.54 15.04±1.69 16.39±1.62 15.65±2.60

기 타 ** 33 ( 20.9) 8.67±2.37 15.61±3.01 14.21±2.92 15.67±2.87

합 계 158 (100.0) 9.11±2.93 15.34±2.75 14.81±2.96 15.05±2.97

무응답/ 비해당제외, * : 인접단계와 같은 점수인 경우,

** : 세 단계의 점수가 같거나, 숙고전+행동, 숙고+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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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대상 정신질환자의 재활준비를 평가하는 도구의 기준

에 적합하게 분류된 숙고 전 단계, 숙고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에 속하는 것으

로 분류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 기능을 분석하였다. 재활

준비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7 〉〈표 8 〉.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는 숙고단계(28.6%)에서 유지단계(40.7)% 로 갈수록

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이 숙고 전 단

계 28.6%, 숙고단계 21.4%, 행동단계 16.0%, 유지단계 7.4%로 학력이 높을수록

재활 준비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재활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숙고 전 단계

에서 유지단계로 갈수록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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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숙고전

(N =7)
숙 고

(N =42)
행 동

(N =25)
유 지

(N =28)

실수(% ) 실수 (% ) 실수(% ) 실수(% )

성 별 남

여

4 (57.1)

3 (42.9)

30(71.4)

12(28.6)

16(64.0)

9(36.0)

16 (59.3)

11(40.7)

결혼상태 미 혼

기 혼

이 혼/ 사별

6 (85.7)

1(14.3)

-

36 (85.7)

1( 2.4)

5 (11.9)

21(84.0)

3(12.0)

1(4.0)

22(81.5)

2(7.4)

3 (11.1)

학 력 초등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하

대졸이상

-

1(14.3)

4 (57.1)

-

2(28.6)

2(4.8)

4 (9.5)

24 (57.1)

2(4.8)

9 (21.4)

2(8.0)

5(20.0)

14(56.0)

-

4(16.0)

2(7.4)

4 (14.8)

16 (59.3)

3 (11.1)

2(7.4)

종 교 없 음

기독교

불 교

천주교

기 타

3 (42.9)

3 (42.9)

-

1(14.3)

-

8 (19.0)

23 (54.8)

3 (7.1)

7 (16.7)

1(2.4)

8(32.0)

10(40.0)

3(12.0)

4(16.0)

-

5 (18.5)

13 (48.1)

4 (14.8)

4 (14.8)

1(3.7)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없 음

6 (85.7)

-

1(14.3)

30(71.4)

12(28.6)

-

9(37.5)

13(54.2)

2(8.3)

19 (73.1)

6 (23.1)

1(3.8)

동거가족 없 음

부 모

형제자매

자 녀

배우자/ 친척

-

7 (100)

-

-

-

3 (7.1)

31(73.8)

5 (11.9)

3 (7.1)

-

-

19(79.2)

3(12.5)

2(8.3)

-

-

20(74.1)

1(3.7)

3 (11.1)

3 (11.1)

진단명 정신분열증

조 울 증

주요우울증

기 타

6 (85.7)

-

1(14.3)

-

35 (83.3)

2(4.8)

2(4.8)

3 (7.1)

22(88.0)

1(4.0)

-

2(8.0)

23 (85.2)

3 (11.1)

-

1(3.7)

직업력유무 있 음

없 음

4 (57.1)

3 (42.9)

33 (78.6)

8 (19.0)

21(84.0)

4(16.0)

20(74.1)

7 (25.9)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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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재활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숙고전

(N =7)

숙 고

(N =42)

행 동

(N =25)

유 지

(N =28)

실수 (% ) 실수 (% ) 실수 (% ) 실수(% )

참여프로그램 주간재활

직업재활

두가지 모두

4 (57.1)

2(28.6)

1(14.3)

29 (69.0)

7 (16.7)

6 (14.3)

10(43.5)

9 (39.1)

4 (17.4)

15(57.7)

3(11.5)

8(30.8)

참여 일수 주 5일

주 3일

주 3일미만

불규칙적으로

기 타

3 (42.9)

2(28.6)

1(14.3)

1(14.3)

-

14 (33.3)

13 (31.0)

5 (11.9)

6 (14.3)

4 (9.5)

12(50.0)

6 (25.0)

3 (12.5)

3 (12.5)

-

13(50.0)

8(30.8)

-

1(3.8)

4(15.4)

참여태도 적극적 참여

대체로잘참여

그저그렇다

거의참여않음

전혀참여않음

1( 14.3)

5 ( 71.4)

1( 14.3)

-

-

16 (38.1)

20(47.6)

5 (11.9)

1(2.4)

-

14 (58.3)

9 (37.5)

1(4.2)

-

-

16(64.0)

6(24.0)

3(12.0)

-

-

무응답제외

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 기능은〈표 9〉

와 같다. 평균연령은 숙고 전 단계가 35세, 숙고단계 31.69, 행동단계 32.84, 유지

단계 30.33으로 순 이었으며 평균 발병연령은 유지단계가 22.54, 행동단계 22.24,

숙고단계와 숙고 전 단계는 각각 21.67로 나타났다. 평균 입원기간은 유지단계가

11.69개월, 숙고 전 단계 21.8개월, 숙고단계 27.82개월, 행동단계 38.52개월로 나

타났으며, 평균 재활참여 기간은 행동단계가 14.96, 숙고단계 17.02, 숙고 전 단계

18.0, 유지단계가 20.88로 나타났다. 또 일상생활기능은 유지단계가 2.51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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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행동단계 2.39, 숙고단계 2.25, 숙고 전 단계 2.0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유지단계에 있는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적었고

입원을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생활기능이 다른 단계의 대상자보

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기능

구 분

숙고전단계 (N =7) 숙고단계 (N =42)

최소 최대 평균±표쥰편차 최소 최대 평균±표쥰편차

평균연령 25 48 35.0 ± 9.11 19 43 31.69± 7.78

발병연령 14 27 21.67± 5.24 1 40 21.67± 6.49

입원기간/ 개월 1 52 21.8 ± 23.07 0 208 27.82±51.14

재활참여기간/ 개월 1 36 18.0 ± 13.43 1 60 17.02±17.06

일상생활기능평균 .66 3.17 2.02± .92 .75 3.56 2.25± .69

식 사 .86 3.33 2.01± 1.00 .78 3.56 2.16± .77

개인위생 .57 3.93 2.20± 1.12 .87 4.00 2.79± .94

가사활동 .65 3.44 1.99± 1.15 .50 4.00 2.43± .98

건강유지 .14 3.14 1.64± 1.33 .29 4.00 2.60± 1.07

금전관리 .70 3.00 2.00± 84 .40 4..00 2.49± 1.09

교통수단 .75 4.00 2.39± 1.13 0.00 4.00 2.62± .95

여가활용 .58 3.00 1.99± .84 .42 3.67 1.61± .72

직업관련 .57 3.00 1.90± . 78 0.00 3.71 1.27± .95

무응답/ 비해당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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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기능

구 분

행동단계 (N =25) 유지단계 (N =28)

최소 최대 평균±표쥰편차 최소 최대 평균±표쥰편차

평균연령 19 55 32.84± 8.18 19 50 30.33± 8.23

발병연령 10 39 22.24± 6.87 9 49 22.54± 8.48

입원기간/개월 1 308 38.52±68.68 0 72 11.69±17.32

재활참여기간/개월 1 56 14.96±15.82 1 74 20.88±19.91

일상생활기능평균 1.33 3.46 2.39± .66 1.50 3.75 2.51± .66

식 사 .89 3.78 2.42± .84 1.14 3.56 2.47± .71

개인위생 0.00 3.80 2.65± .95 1.47 4.00 2.90± .85

가사활동 1.18 4.00 2.75± .96 1.22 4.00 2.75± .82

건강유지 0.00 4.00 2.47± 1.01 1.00 4.00 2.81± .92

금전관리 .60 4..00 2.50± 1.01 .70 4..00 2.64± .96

교통수단 1.25 4.00 2.84± .88 .63 4.00 3.05± .84

여가활용 .58 4.00 1.67± .83 .25 3.75 1.84± .95

직업관련 .67 4.00 1.85± .82 .00 3.71 1.66± 1.07

무응답/ 비해당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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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성정신질환

자의 일상생활 기능과 재활 준비정도를 조사함으로서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

그램 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연령층은 30대가 43.4%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3.1%

40대가 15.9% 순으로, 남경아(1997)의 재가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에서 40대 연령

층이 많았던 결과와 비교할 때 20-30대가 더 많았고 이들이 재활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들 40대 이상의

고령, 만성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다양한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84%의 연구대상자가 미혼으로 조사된 결과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도(남경아,1997; 조은연,1997; 이은연,1999; 이주현,1999; 하경

희,1999; 김건동,2000)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주요 정신질환의 특성상 대

체로 20-30대에 호발 하므로 미혼상태에서 발병하고(남경아,1997), 질병으로 인하

여 사회적 교제나 이성교제의 기회가 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성적 관계나 성

생활에서의 욕구 미 충족율이 높았다는 연구와(이은연,1999; 서동우,1999)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만성 정신질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반영

하여 바람직한 이성관계와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과 사회기술 훈

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원기간은 3개월 이하가 3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가 단기 입원하여 급성 증상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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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후, 지역사회 치료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고, 퇴원

후 지역 내 이용할 만한 재활프로그램이 없어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고 재활치료

에서는 방치되고 있던 만성 정신질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243개 시·군·구중

30%인 73개시·군·구만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시설을 갖고 있고 나머지 70%

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서동우,1999)에서 만성화된 정신질

환자 뿐만 아니라 비교적 발병기간이 짧은 대상자들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

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기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중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정신건강교육이 6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연

구(이은연,1999)에서 약물치료 정보 욕구의 미 충족율이 35.8%로 조사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교육이 대상자의 미 충

족된 약물치료 정보 욕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신건강교

육은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질병을 스스로 관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내용으로는 정신분열증의 원

인 및 증상, 대처방법, 정신분열증의 약물치료, 재발 및 재발 경고 징후, 정신분열

증의 예후와 재활치료 등이다. 주제에 따라서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교육, 경험

을 나눔으로서 공감하기, 동료간의 강화, 역할연기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있다(고

양시정신보건센터,1997; 정신간호학회 외,1998).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교육을 통하여 질병과 증상, 약물에 대

한 지식을 얻음으로서 질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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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정신건강교육은 재활프로그램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평균 2.37(±.73)은 남경아(1997)의 서

울시 Y구의 재가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 1.97(±.83), 서울시 정신

보건 시범사업 (1995)의 수서·일원지역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을 4점

만점으로 환산한 1.42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간호학회 등(1998)

의 UNDP 지원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업의 연구 결과에서 정신보건간호재활 프로

그램 참여 전 기능인 5점 만점에 평균 2.61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참

여 18개월 후의 기능인 3.8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 정

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평균 참여기간은 18개월로 같았으나 본 연구대상 정신

질환자의 참여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4개월인 반면 정신보건간호 재활프

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원이 총 연구기간인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재활프로그램의 참여기간이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Brekke 등(1999)도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역사

회 재활프로그램 참여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기능적 성과를 1년 간 추적 연구

한 결과, 참석한 대상자의 22- 28%가 기능향상을 가져왔다는 보고와 치료진과 자

주 접촉하고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백이 없는 대상자가 입원기간이나 사회적, 직

업적, 일상생활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재활성과 향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결론지

으면서 재활서비스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지역사회 정신재활프로그램 모델에서

재활성과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집중적

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만성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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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 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기능별로는 교통수단 이용 기능이 가장 높고 여가활용이나 직업기능이

낮게 나타난 점에서 의료보호 재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경아(1997)

연구와 같았다. 그러나 개인위생 영역이 가장 높고, 용모와 의복관리, 주변정리,

건강유지, 음식준비, 교통수단이용, 여가활용, 금전관리 순으로 기능이 높게 나타

난 정신간호학회(1998)의 연구와 다르게 조사되었다. 이는 정신간호학회(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개인위생, 용모와 의복, 주변정리, 음식준비, 건강유지,

금전관리, 교통수단이용, 여가선용, 직업관리 등 9개 영역의 47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특히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문항의 경우 운전면허증 여부를 묻는 문

항이 포함되어 있고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는 총 88문항의 도구이며 교통수단 이용의 경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안전 밸트 착용 등의 행동 여부 묻는 문항

을 포함하고 있어 조사도구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가활용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경아(1997)와 정신간호

학회 등(1998)의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여가활용 기능이 떨

어지는 것은 여가활용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해

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야자 등(1993)의 낮 병원 환자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가

활동 기능을 향상시켰음을 보고한 연구와, 이계존 외(1995)의 낮 병원 사회 재적

응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환자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

기술훈련, 스트레스 관리, 집단치료, 취업 전 교육, 취업알선 등의 낮 병원 재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의 여가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Halford

등(1995)도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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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용한 결과 지역사회 기능이 향상되었고 사회지지망과 여가활동에서도 효

과를 높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중 여가활동 기능이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제공되는 재활 프로그램 중에서 정신건강교육 다음으

로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결과를 고려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대상자의 여가활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기능 중 직업기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

상 정신질환자의 92.4%가 활발한 사회생활과 직업이 필요한 20-40대에 분포하고

있으나 질병의 특성으로 인하여 직업관련 기능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정신장애자의 직업재활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이주

현,1996)에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기술, 작업기술, 스

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일상생활 관리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개인위생

과 같은 하위 영역의 기능이 직업관련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직

업관련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위생 등의 기능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준비 정도는 숙고단계가 26.6%로 가장 높았

고 유지단계 17.7%, 행동단계 15.8%, 숙고 전 단계 4.4% 순 이었다. 숙고 전 단

계와 숙고단계의 경우처럼 인접한 두 단계의 점수가 동일하여 이행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14.5%, 4개의 단계 중 3개의 단계 점수가 같거나, 숙

고 전 단계와 행동단계의 점수가 같아서 어느 한 단계로 준비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집단이 20.9%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인 재활준비는 숙고단계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재활에 대한 준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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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Prochaska 등(1992)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단계에 적합한

개입방법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숙고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자신을

재평가하는 과정으로 가치를 명료화하는 개입방법이, 행동단계는 조건계약, 자기

보상, 치료동맹, 자조그룹을 통한 강화 등의 개입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숙고전 또는 숙고단계의 경우 만성 정신질환자 자신을 재평가하는 과정

에서 자신은 무엇을 선호하는지,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만족여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여부, 자기 효능감의 정도,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 자신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는 재활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과정을 통하여 재활에 대한 준비정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구에서 분류한 단계 이외의 경우가 35.4%나 되었는데, 이는 재활준비 정도

가 한 단계에 머무르기보다는 진행 중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각 단계의 점수 범위가 4점

에서 20점 사이에 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단계를 재활 준비 정도로 간주하

도록 하고 있으나 각 단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경우 재활준비 정

도를 변별하는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재활준비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변별력 높은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분열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사회 재활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

구(김도훈외, 1995)에서 재활에 대한 동기와 재활 준비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지적 교육 지향적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ilberger (1995)가 지적

한 바와 같이 정신재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행동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

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숙고 전 단계나 숙고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탈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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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기 쉬울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속해있는 숙고단계에 있는 사람

들을 위하여 인지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정신질환자 스스로 재활

하고자 하는 힘을 키워야 할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신질환자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이 한정 되어있어 만성화된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조기퇴원 후 센터를 이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조기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에는 정신건강교육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

능은 중간 이상이며 재활준비 정도는 여러 단계가 혼재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이며 재활준비 정도에 적합한 개입 방법을 활용하여 재활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재활준비 정도가 다양하게 나온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활준비 측정도구

가 변별력이 약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재활준비 정도는 한 단계에 머무

르기보다는 진행중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향후 변

별력 있는 재활준비 정도 측정도구와 재활 준비를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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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성 정신질환자

의 일상생활기능 정도, 재활준비 정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신보건센

터 재활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정신질환자는 경기지역의 16개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석

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자료수집 기간 중에 내원 한 158명이었다. 자료수집기

간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10일 까지 이었으며,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활프로그램 이용현황 19

개 문항, 일상생활기능 도구는 남경아(1997)가 Wallace(1985)의 Independent

Living Skills Survey(ILSS)를 번역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도구 88문항, 재활준비 도구는 박미애(1999)가 Hilberger (1995)의 Change

Assessment Questionnaire- Severe and Persistent Mental Illness (CAQ- SPMI)를

번역, 개발한 16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dow를 이용하여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였고, 일상생활 기능은 범위와 평균과 표준편차, 재

활준비 정도는 점수의 합을 계산하여 재활준비단계를 평가하였으며 연구대상 정

신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재활 준비정도, 일상생활 기능과의 관계는 T - test 와

Anova - 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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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평균 연령은 32.38세 이었으며 30대가 43.4%로 가

장 많고 남자가 63.1%로 여자보다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4%를 차지하였

다.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82%이었고 종교를 갖고있는 경우는 전체의

73.2% 이었다. 의료보장형태로는 의료보험이 64.5%, 의료보호가 30.9%, 없는 경

우는 4.5% 이었다. 부모와 동거하고있는 경우가 78.8%로 가장 높았다. 진단 명으

로는 정신분열증 86.5%, 조울증 5.1%로 주요 만성 정신질환의 비율이 91.6%이었

다. 발병연령으로는 20대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발병연령은 22.67세 이

었다. 입원기간으로는 3개월 이하가 32.8%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직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79.1% 이었다.

2. 재활프로그램 참여기간은 평균 18개월이었으며 6개월 미만 34.7%, 1년 미

만 22.2%, 2년 미만이 12.5%, 3년 미만 16.7% 4년 미만이 9.7% 순 이었다. 참여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주간재활 참석 56.7%, 직업재활 참석 24.0%, 둘 다 참석하

는 경우는 19.3% 이었다. 참여일수는 주 5일 참석이 42.7%로 가장 많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53.3%로 가장 많았다. 재활프로그램 중 도움이 되는 프

로그램으로는 정신건강 교육이 21.8%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훈련, 여가활용프

로그램, 대인관계훈련, 집단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적응훈련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37(SD=.73)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교통수단이용(2.80), 개인위생(2.75), 가사

활동(2.63), 건강유지(2.60), 금전관리(2.53), 식사(2.33), 여가활동(1.73), 직업기술

(1.59)의 순으로 여가활용 기능과 직업관련 기능, 식사에 관한 기능이 평균 이하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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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준비정도는 재활준비는 숙고단계가 15.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세부적으로는 재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숙고단계가 26.6%로 가

장 많았고, 유지단계 17.7%, 행동단계 15.8%, 숙고 전 단계 4.4% 순으로 나타났

다. 숙고 전 단계와 숙고단계의 경우처럼 인접한 두 단계의 점수가 동일하여 이

행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14.5%, 4개의 단계 중 3개의 단계 점

수가 같거나, 숙고 전 단계와 행동단계의 점수가 같아서 어느 한 단계로 준비 정

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집단이 20.9%로 나타났다.

5. 재활준비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기능은 유지단계가 2.51로 가장 높았으며,

행동단계 2.39, 숙고단계 2.25, 숙고 전 단계 2.02로 나타났다. 유지단계에 있는 연

구대상 정신질환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적었고 입원을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일상생활기능이 다른 단계의 대상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 기능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학력

별로는 식사기능, 건강유지기능에서 차이가 있었고, 의료보장 형태별로는 건강유

지기능에서 차이가 있었다. 직업경험 유무에 따른 일상생활기능의 차이에서는 가

사활동, 금전관리, 교통수단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형태에 따라서

는 직업기술 기능이, 참여일수에 따라서는 건강유지기능, 교통수단 이용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대상 정신질환자는 일상생활 기능은

평균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일상생활기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 재활준비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재활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각 단계에 적합한 개입방법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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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거주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 방향과 정신보건 간호실무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일상생활 기능과 재활

준비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2. 숙고단계에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교육, 역할연기나 공감하기

등을 통하여 환경과 자신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재활 하고자 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3.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변별력 높은 평가도구 개발

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4. 만성 정신질환자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만족여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여부, 자기 효능감의 정도,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 자신

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는 재활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과정을 통하여 재활

에 대한 준비정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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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정신보건간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게 될 이 설문지는 센터를 이용하

고 있는 회원들의 정신재활 준비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본 설문결과는 정신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자세할수록 더욱 도움이 되오니 정확하고 솔

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연세대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금 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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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활준비

다음 질문을 읽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해당하는 곳에 V표하십

시오.

구 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모르

겠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나에게는 몇 가지 고칠 점이 있는 것

같다.

2. 나는 정신장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3.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므로 나는

여기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드디어 정신장애를 이겨내려는 노

력을 시작하였다.

5. 내가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6. 나는 그동안 정신장애에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왔으며, 계속 노력해서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7. 정신장애는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여

기에 다니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8. 나는 변화를 위하여 실제로 열심히 노

력하고 있다.

9. 나는 이미 상당히 좋아졌으며, 여기에

다니면서 재발을 방지하여 마무리를

잘 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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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모르

겠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0. 나는 정신장애를 이겨냈다고 생각하지

만, 그래도 아직은 노력이 필요한 때

가 가끔 있다.

11. 나는 정신장애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다.

12. 나는 정신장애를 극복하였으며, 계속

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격려를 바란

다.

13. 정신장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지루

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게

좋다.

14. 나에게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을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5. 내게도 문제는 있지만 세상에 문제없

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내 문제를 놓

고 고민하거나 의논하는 것은 시간낭

비일 뿐이다.

16. 나는 정신질환을 이겨내려고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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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상생활 기능 평가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나 문제들입니

다. 문장을 읽고 각 상황이 일어나는 횟수에 따라 해당되는 칸에 V

표하십시오.

일상생활 기능 (식사)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흘리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다.

2. 수저와 그릇을 제대로 사용한다

(예: 국, 밥그릇구분)

3. 서두르거나 꾸물거리지 않고 적당한 속

도로 먹는다.

4.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는다.

5. 음식을 흘리면 휴지로 바로 닦는다.

6. 다른 사람의 음식을 덜어 먹을 때는 먼

저 양해를 구한다.

7. 적당량의 식사를 한다.

8. 간식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지

않고 좋은 식 습관을 유지한다.

9.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다.

일상생활 기능 (개인위생)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매일 아침 세수를 한다.

2. 정기적으로 머리감기와 목욕을 한다.

3. 세수한 후 로션을 적당량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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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능 (개인위생)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4. 매일 머리를 빗는다.

5. 남자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면도를 한

다. 여자의 경우 생리를 스스로 적절히

처리한다.

6. 머리를 자르거나 손질하는 시기를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다.

7. 외모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용모를 단

정히한다 (머리빗기, 화장)

8. 적어도 하루 한번은 치약으로 양치한다

9. 속옷을 1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갈아입

는다.

10.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다.

11. 하루종일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

지한다.

12. 더러워진 옷은 세탁을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둔다.

13. 날씨나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14. 일반적인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

지 않는다(예: 여러 사람 앞에서 신체

일부를 문지른다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트림을 하는 경우)

15. 스스로 알아서 더러워진 옷은 갈아입

는다.

16. 지나치게 여러 겹으로 옷을 입거나 이

상하게 옷을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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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능 (가사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잠자기 전후에 침구를 매일 스스로 정리

정돈한다.

2.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3. 침구가 더러워지면 가족들에게 말로 표

현하거나 스스로 교환한다.

4. 어지러진 것을 치운다.

5. 빗자루나 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한다.

6. 책상이나 가구 위에 먼지가 쌓이면 닦

는다.

7. 가족들과 분담된 가사 일을 수행한다.

8. 세제나 빨래비누는 적당량을 사용한다.

9. 빨래를 건조대에 넌다.

10. 빨래한 깨끗한 옷은 접어서 옷장에 넣

는다.

11. 옷을 깔끔하게 접어두거나 걸어둔다.

12. 식료품을 가게에서 사오거나 집에 있

는 음식을 차릴 수 있다.

13. 라면 끊이기, 계란 후라이 등 간단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14.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등 적절하게 저

장한다.

15. 상한음식은 바로 버린다.

16. 식사 후 밥상/ 식탁을 깨끗이 치운다.

17. 식기를 설거지하여 깨끗하게 챙겨둔다.

18.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사용할 일이 있

으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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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능 (건강유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몸이 아플 때 적절하게 주위 사람들에

게 말한다.

2.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 등의 간단한

신체문제는 스스로 다룬다.

3. 자신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의

료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만일 약을 더 처방 받아야 할 경우 다

시 전문가를 찾아 갈 수 있다.

5. 담배를 피울 때 성냥이나 라이터를 안

전하게 사용한다.

6.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과정을 기다리거

나 받아오는 일을 혼자서 할 수있다.

7. 스스로 정해진 시간과 용량대로 약물복

용을 잘 수행한다.

일상생활 기능 (금전관리)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물품을 구입할 때 생활필수품 위주로

적당량 구입한다.

2. 자기 자신의 옷을 스스로 구입한다.

3. 요금을 지불한다 (교통비, 음식, 세탁비,

약값 등)

4.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5. 명세서나 청구서대로 기한 내에 지불한

다.

6.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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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능 (금전관리)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7. 가게에서 잘못된 물건을 교환할 수 있

다.

8. 거스름 돈을 계산 할 수 있다.

9. 자신의 용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10.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한다.

일상생활 기능(교통수단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버스를 이용한다.

2. 모르는 노선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한다.

3. 전철을 갈아 탈 수 있다.

4. 가까운 장소는 걸어간다.

5. 보행자 수칙을 지킨다.

6. 방향을 물어보고 잘 따라 갈 수 있다.

7.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

8. 버스, 기차, 비행기등을 탔을 때, 안전밸

트를 매는 등 적절히 행동한다.

일상생활 기능 (여가활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취미생활을 규칙적으로 한다.

2. 교회나 절 성당 등에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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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능 (여가활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3. 교회나 절, 성당의 순서대로 잘 따른다.

4. 라디오를 듣거나 T V를 시청한다.

5.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를 한다.

6. 보고싶은 영화가 있으면 극장에 간다

7. 친구나 친척집에 놀러간다.

8. 구기종목이나 수영 등 운동을 한다.

9. 시간이 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바

둑, 장기, 카드놀이 등을 한다.

10. 책이나 잡지를 읽는다.

11. 거의 매일 신문을 읽는다.

12. 단체나 사교모임에 참석한다.

일상생활 기능(직업관련기능)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1주일에 한번이

상은 광고를 본다.

2.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알아보려고 접촉한다.

3.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친구, 사회사업

가, 직업소개소 등에 연락한다.

4. 구직 신청서를 쓰거나 면접에 참석한다.

5.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6. 직장에 시간 맞추어 도착한다.

7. 작업시간과 점심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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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인 사항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하거나 기록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2. 귀하는 몇 세입니까? 만_______세 (또는 생년월일 : _____________ )

3. 귀하의 결혼상태는 무엇입니까?

미혼 기혼 이혼 동거 별거 사별

4.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무학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전문대학 졸업 또는 중퇴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기타 _______________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없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___________

6. 귀하의 현재 의료보장형태는 무엇입니까?

의료보험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없다

7. 귀하가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기록)

없다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친척 기타 ____________

8. 귀하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정신분열증 조울증 주요우울증 기타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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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의 첫 발병은 몇 살이었습니까? _______ 세, ( ______년 _____월)

10. 지금까지 입원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개월(입원회수: 회)

입원기관 입원기간 (개월)

11.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가장 최근의 순서부터)

업무종류
취업조건

(①정규직 ② 임시직 ③아르바이트)
근무기간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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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활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나 기

록해주십시오.

12. 현재까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년 ______개월

13.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은 ?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두 가지 모두

14. 현재 재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주 5일 주 3일 주3일 미만

불규칙적이다 기타 _________

15. 현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는 ?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체로 잘 참여한다 그저 그렇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6.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 중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프로그

램을 3가지만 표시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록해주

십시오.)

___ 정신건강교육

___ 일상생활훈련 (요리,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

___ 집단치료

___ 대인관계훈련

___ 직업재활훈련

___ 지역사회적응훈련(Outing )

___ 여가활용프로그램(음악,미술,독서,서예,글쓰기,비디오감상,운동)

___ 작업요법(농장가꾸기, 종이접기, 한지공예, 공예, 기타 작업 )

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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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 RA CT

Rehabilitation Readines s & D aily Liv ing Skills

of Chronic Mental Ill Patients in CMHC

KUM, RA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 Jung Cho, R.N. Ph D)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level of Independent

daily living skills and rehabilitation readiness by chronic mental ill patients

who were participated in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of CMHC

around Kyonggi Province and to offer actual basic data for planning and

developing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of CMHC.

This is a descrip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Oct . 20 to

Dec. 10, 2000 in 16 CMHC around Kyonggi Province. Questionaire includes

Independent Living Skills Survey (ILSS;Wallace,1985), Rehabilitation Readiness

Scale(Park, M.Y.,1999) and sociodemographic data. Data was analysed by

using SPSS Win Program.

The results ar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study surveyed a total 158 of chronic mental ill patients.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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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63.1% were men and 36.9% were women. Most of them(86.5%)

were schizophrenia and bipolar disorder(5.1%).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32.38 years with the range from19 to 55 years, and majority (84%) were

single.

2. The mean participation i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was 18 months.

53.3% of subjects were attended at rehabilitation program activly. Among

the rehabilitation programs, participants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to

mental health education including symptom and medication management,

independent living skills training, leisure activities, grouptherapy, community

adaptation training were followed.

3. The average score of independent daily living skills of subjects was 2.43(SD=.73).

Among the 8 subcategories, the highest living skill of the subject s was

the using of public transportation(2.80) while the lowest one was job

related function(1.59).

4. Among the subject , 26.6% of subjects were at contemplation stage, 17.7%

at maintenance stage, 15.8% at action stage and 4.4% at precontemplation

stage, 14.5% at transitional stage and 20.9% were miscellaneous group. The

score of daily living skills at the stage of maintenance was the highest (2.51±.66).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gram in CMHC

key w ord : Independent daily living skills, Rehabilitation readiness,

Chronic mental ill patients, CM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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