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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과  이들의 생활에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활의 적응을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와 
생활경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실시되었다. 서울 Y대학병원
과 경기도 A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외래에서 치료
를 받고 있는 대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체 자료수집기간
은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 질문지와  표준화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내용분석법과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경험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자료
는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25개의 주제가 나타났고 이는 6개의 생
활경험으로 범주화되었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가족관계 경험 범주에서는 전
체 21명중 대화결여가 12명으로 가장 많이 경험되고 있었고 접촉부족 9
명, 지지 9명, 갈등관계는 8명이 경험하고 있었다. 친구관계 경험 범주에
서는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이 12명으로 가장 많이 경험되고 있었고, 친
구사귀기 어려움 11명, 친구관계로부터의 퇴행이 10명이었으며, 친밀감 
추구를 경험하는 대상자가 9명, 친구관계의 편안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7
명이었다. 학교생활경험 범주에서는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을 경험하는 경우
가 12명, 동료로부터의 고립감 9명, 학업지속의 절실함 8명,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이 6명이었다. 그리고 일상생활경험 범주에서는 균형있는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8명이었고,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7명, 현실감각 
상실 5명 순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 범주에서는 역
할수행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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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6명,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3명 순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정신병 경
험 범주에서는 정신질환자로서의 인식거부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을 
각각 12명이나 경험하고 있었고, 현실로부터의 왜곡감도 7명이나 경험하
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8명,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5명으로 나타나
기도 하였다 

또한 경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총 424건의 생활경험빈도가 나타났
다. 전체 생활경험중 학교생활경험의 빈도가 23.6%로 가장 많이 나타났
고, 가족관계경험 22.2%, 친구관계경험 21.9%, 정신병 경험 20.5% 순이
었으며, 일상생활경험과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은 각각  6.1%와 5.7%로 
적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전체 생활경험중 가족관계 경험에서는 대
화 결여(40건)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다음이 갈등관계(23건), 지지
(19건), 접촉 부족(12건)순이었다. 친구관계 경험에서는 외로움(27건)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친구사귀기 어려움(22건), 친구관계로부터 퇴행(19

건), 친밀감 추구(17건), 친구관계의 편안함(8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경험에서는 학업수행의 어려움(46건)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다
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23건), 동료로부터의 고립감(12건), 학
업성취에 대한 만족(10건), 학업지속의 절실함(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활 경험에서는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9건), 현실감각의 상실
(9건),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8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에서는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11건), 자존감 증진(8건), 사회원으로
의 소속감(5건)순으로 경험의 빈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병 경험
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27건)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현실로부터의 왜곡감(22건),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에 대한 거부(21

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9건)과 정신
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8건)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이 323
건(76.4%)으로 긍정적인 경험 101(23.6%)보다 훨씬 빈도가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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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모든 영역에서 정신병과 
발달기적 특성 및 욕구가 맥락을 이루며 경험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신
병으로 인해 가족관계부터 아르바이트나 여가생활까지 삶 전체가 부정적
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업수행이
나 친구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었다. 

한편 8명의 사례로부터 확인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의 생활경
험 유형은 대학생활 과정중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대상자와 상태가 나
빠지고 있는 대상자가 있었으며 또한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
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이들 중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3명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가족의 지지, 친밀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 학업성취에 대
한 만족을 경험하였는데 이들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해하며 학업을 잘하고 
있거나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이 특징이었다. 즉 전공이 쉬워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거나 적성에 맞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성친
구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고, 동아리, 환우, 학교 친구
들과의 관계에서 병을 이해 받음으로써 관계의 편안함을 경험했다. 그리
고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
립을 경험하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 

반면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 있는 3명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가족과 
대화결여,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친구사귀기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학업수행의 어려움,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일상에 대한 흥
미상실을 경험하였다. 즉 이들은 가족과 대화가 결여되고, ,학교생활에 의
욕이 없으며, 전공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친
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
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점점 정신병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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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굴곡과정에 있는 대학생 2명의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는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이 있었고, 상
태가 좋아지는 과정에는 친밀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있
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경험 유형에 있는 모든 사례연구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이용하여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의 정도가 일반대학생보다 낮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범주간 상관관
계 분석에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간에 상관관계(p<.002)가 가장 많았고, 학업적 적응과 
대학만족(p<.007), 사회적 적응과 개인 및 정서적 적응(p<.040)순으로 상
관관계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4개의 하위범
주와 총대학생활적응 점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총대학생활 
점수에서는 순위검증(Mann-Whitney Test)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유병 기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에서는 대학에의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적응은 유병 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학상태별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을 제외하
고는 모두 재학생의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정신분열병과 발
달기적 특성 및 욕구가 맥락을 이루며 대부분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경험
되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방안으로써 정신병
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정체감을 정립하고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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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교생활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함으로써  
이들이 정신병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가도록 도울 수 있
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신분열병으로 부터의 회복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정신분열병, 대학생, 생활경험, 대학생활적응, 생활경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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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분열병은 대부분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병이 시작되어 복합적

인 증후군을 나타내며 정신내적․대인관계적 경험들과 발달과정 등에 심

각한 결함을 초래하여 결국 사회적 능력이 불구 상태가 되어가는 정신질

환이다(Eggers & Bunk, 1997; King & Dixon, 1999; Wykes & Carson, 

1996). 정신분열병은 다른 발달기에 비해 청소년기 후반에 발생 빈도가 높

은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대학진학과 학업성취

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학교생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

아지는 것이 정신장애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 미, 

2000 ; 김경희, 권혜진, 염순교, 1997; 이창섭, 1977; 김길규, 1989; 박 남, 

1985).

발달기적으로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

기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경험과 사회의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Wilson & Kneisl, 1988).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사

회적 가치관의 수용, 그리고 직업준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나

가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발

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들로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대학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

어 갈등과 방황, 혼란과 동요를 경험하고 있다(황상하, 1995; 최송미, 

1999; 조수진, 2000).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나 성

별, 재수경험 유무, 학업성적 등의 개인별 특성과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부

모와의 애착정도 등 가족의 환경적인 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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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조수진, 2000; 김은정 등, 1993; 

최송미, 1999).

대학생활 적응은 정신건강에 향을 미쳐 정상적인 대학생들도 대학생

활의 어려움으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김은정 외, 1993), 실

제 몇몇 연구에 전체 대학생의 약 10-15%가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며 

심기증, 편집증, 경조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박주 , 1992; 이성해, 1982).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교 입학 전에 정신장애가 있었던 학생들로 보이며(연규월, 2000; 조숙

행, 1979) 대학교 입학 후에 적응의 어려움으로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생

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나 연

구보고가 없는 실정이지만 정신보건센터나 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대학생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

부분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입원을 반복하면

서  정신분열병 상태가 된 사람들로 오랜 질병과정으로 인해서 심한 정서

적, 사회 심리적 발달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교에 진

학해서도 일반 대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발달기적 과제를 완수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정신장애

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

반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고, 이것도 간이정신

진단검사를 이용한 남녀, 혹은 학년별 증상의 비교 수준에서 그쳤다(정선

자, 1982; 박주 , 1992). 

또한 대부분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질병의 특징적인 증상들과 만성적

인 경과로 사회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생활의 여러 가지 면들에 부

정적인 향을 받고 있으며(Lehman, Ward & Linn, 1982), 사회적 기능회

복에도 한계가 있어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생활의 질은 매우 저하되어 

있다. 실제로 첫 입원치료를 받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삶의 질 추적 연

구에서 최지욱(1997)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대인관계, 직업적 역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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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요소, 일상적인 물건 및 행동 모두에서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

하되어 있으며, 다른 정신병군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유의하게 낮

았다고 보고하 고, 이홍식 등(1995)도 난치성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생활의 질이 매우 낮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객관적 측정 도구를 이용한 전체 정신분

열병 환자들에 대한 일부 연구보고로, 발달기적 특성과 욕구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사춘기의 문제와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제들로 민감

한 연령에 있는 대학생들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으며, 특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생활경험은 학교

생활이 그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를 것

으로 생각된다. 즉 인생의 중요한 발달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함을 극복하여 건강한 성

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기 위해서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

학생의 생활은 그들의 고유의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시각에서 살펴보아

야 하며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

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들의 생활경험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정신분열병을 앓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생활경험을 구

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고 사례연

구를 통해서 생활경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정신적, 사회 문화적 발달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생활경험을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 및 생

활경험 유형을 파악하여 이들의 회복과정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간호중

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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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을 

확인하고,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생활경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

시되었다. 

3.  용어의 정의

1. 생활경험 : 생활경험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주관적 경험을 말하며(김경동과 이온죽, 1999), 본 연구에서는 면접질문지

에 따른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이 살면서 경험한 생활경험내용들을 이

들의 생활경험으로 하 다.

2. 대학생활적응 :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적, 사회적, 개인 및 정서적인 

적응과 대학에의 만족도 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 

(1984)가 제작하고 연세대 학생상담소에서 번안한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이

용한 대학생활적응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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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청년기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은 정신병적 행동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지적, 정서적, 행동

적 장애가 다각도로 혼합되어 현실관계와 개념형성에 기본적 장애를 나타

내는 정신증적 반응군으로 정신분열병 환자 중 95%가 평생 질병을 지닌 

상태로 지낸다 (김소야자 외, 2001). 즉 정신분열병은 증상의 잦은 재발과 

치료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환자들이 점진적으로 만성화되어 가며, 궁극적

으로 대인관계의 위축 및 일상적 기능의 상실 등이 동반되어 사회 내에서

의 적응이 곤란해지게 되는 정신질환으로(황태연,1998), 정신분열병의 예

후는 발병나이가 중요한데 조기발병은 지능 및 인격 발달과 정서적, 사회

적 발달 등에 심각한 결함이 초래되고, 사회적 능력이 심각한 불구상태가 

되어 정신분열병의 회복이 어렵게 된다(Eggers & Bunk, 1997; Unger, 

1990).  

정신분열병은 다른 발달기에 비해 청소년기 후반기에 발생 빈도가 높

다. 실제 Palmer와 Unger(1997)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인들이 

중․고등학교 이후 학업에 방해를 받은 증상이 최초로 겪어본 정신장애

다고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몇몇 연구에서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대학진학과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학교생활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이 정신장애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박 남, 1985 ; 장 미, 2000).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중

요한 나이에  정신장애가 발병함으로써 수많은 인생의 결정이나 경험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즉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 학교생활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자신의 파트너를 결정하고 

나이에 맞는 책임을 지며, 집단의 선택에 따르는 것 등을 경험하지 못하

고 있다. 이들은 심각한 정신병이 발병하고 병원 입원을 반복하거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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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증가하고, 개인적인 모든 것을 정신재활에 쏟음으로써 발달과정에 

방해를 받거나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Palmer & Unger, 1997; Unger, 

Anthony, Sciarappa & Rogers, 1991; Unger, 1990).

아직 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나 연구보고는 없는 

실정이지만 정신보건센터나 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

생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생은 발달기적으로 후기 청소년기

에서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년기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경험이 중

요하며, 사회의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

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Wilson & Kneisl, 1988; 이

춘재 외: 1988) 이 시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것은 이후의 삶에 치명적인 

향을 미치게 되며 일생을 불행하게 살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 외국 논문을 보면 정신분열병을 가진 청년들은 대인관계에서 심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학교와 사회에서 고립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0년간의 추적연구에서 이들의 퇴원 후 고용률은 10-20%

에 불과했다(Anthony & Nemec, 1984; Anthony W. A., & Lehman, A. 

F., 1982; Anthony, Buell, Sharrett, & Althoff, 1972) 즉 심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높은 비 고용률과 사회지지체계의 결여,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Unger, Anthony, Sciarappa & Rogers, 

1991).

미국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 만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정신질환자의 새로운 세대로 보게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나이든 만성 질

환자와 달리 기관밖에 머물러 있으며(Bachrach, 1982), 사회적으로 고립되

어 있고, 적대적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판단의 실패를 반복하며, 과격

한 행동과 정신사회적 기능이 부족한 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Bachrach, 1982; Wallace 등, 1980). 즉 청년들은 정신질환자의 전통적

인 역할과 정신질환자로 명명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나이든 사람과 

함께 입원환자로 취급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에게는 전통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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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료와는 다른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의 재활을 성공적

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령과 욕구에 맞는 재활 계획을 세우는 것

이 필요하고, 특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사회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신분열병 환자의 생활경험

생활경험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경험과 행동 전

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활경험은 살아가는 과정이고 주관적인 경

험의 총체이다. 그 동안 정신질환자들의 생활은 그들의 삶의 질(Ferrans 

& Powers, 1985; Anthony  & Lehman, 1982; Baker & Intagliata, 1982), 

안녕(Lehman, 1983; Campell, 1976), 낙인감(Madianos, Madianou, 

Vlachonikolis, & Stefanis, 1987), 재발(King & Dixon, 1999; Wykes & 

Carson, 1996) 사회적 관계망(Howard, Leese, & Thornicroft, 2000 

;Estroff, ZImmerm, Lachicottem, & Benoit, 1994)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 보고되어 왔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생활은 삶의 질과 관련되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국내의 몇몇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지욱(1997)은 다

른 정신질환자들에 비해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고 보고하 다. 그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대인관계면에서 만남이 빈번하

지 않고 불규칙적이며, 친 함이 제한적이고, 직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

완전 취업 정도를 보이며 직업적 만족도도 다른 정신질환자에 비해서 의

미있게 낮았다고 보고하 다. 또한  일에 대해서 약간의 즐거움만 느끼는 

정도이고, 장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며 통합되지 

않았다고 하 다. 그리고 그들의 일에 대한 동기 정도도 새로운 달성보다

는 생활의 규칙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이고,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하

루중 절반 정도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일상적인 행동 역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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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편이라고 보고하 다.  또한 이홍식 등(1995)도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신체적 운동에서부터 가족들과의 갈등해소, 직업적 적

응 등의 생활 전반에 걸친 보조적인 프로그램이 이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유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정신분열병 환자의 생활경험들이 질병으

로 인해서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배안 등

(1999)은 치료 환경에 따라서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생활 경험이 다름을 

보고하 는데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여가활동 

및 사회적 접촉빈도가 입원환자들에 비해서 더 낮았고,  건강과 재정, 여

가활동의 주관적 만족도도 더 낮았다고 보고하 다.  

한편 국외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생활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주로 보고되어 왔는데, 먼저 Lehman(1983)은 한 사람의 문제를 정신질

환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그 환자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증가시키고 자

존심을 손상시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 경험의 질에 손상을 준다고 하

으며,  King과 Dixon(1999)은 가족과의 관계나 가족내의 감정표현의 양

상과 정신장애의 재발 등이 생활경험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리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신질환과 투약에 대한 태도 변화가 그들의 삶의 질

을 높이고 대응기회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었다

(Turkington & Siddle, 2000).

또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회복과 관련되어 이들의 생활경험이 연구되었

는데 TorgalsbΦen와 Rund(1998)는 10년간의 추적연구에서 정신분열병으

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자제력과 같은 보호적 요소, 

대상과의 애착능력, 지지적 가족을 회복의 선행요인으로 보고하 다. 그리

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Pejlert, Asplund, 그

리고 Norberg(1999)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질병 경험으로 피곤한 삶, 내적 

경험으로부터의 고통, 약해짐 등을 보고한 것이 있었고,   Mass(2000)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집중력과 표현의 결여, 관계사고, 청각의 모호함, 왜곡

된 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 다.

그 외에도 Howard, Leese, 그리고 Thornicroft(2000)는 정신분열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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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활기능이 사회관계망을 높이는 중재로 좋아질 수 있는데, 덜 친

하고 결속력이 약한 관계망을 가진 환자는 타인으로부터 버려지고, 고립

되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가족으로 구성된 접한 관계망은 정신질환자의 

갈등을 덜어주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Estrofff, Zimmerm, 

Lachicottem, 그리고 Benoit(1994)는 가족으로 구성된 넓은 관계망을 가진 

정신분열병 환자보다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는 환자의 삶에서 폭력의 위

협이 더 많이 나타났고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경우 폭력위협과 

폭력행동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 다. 

또한 정신질환의 재발과 관련되어 Estroff 등(1994)은 연구를 통해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험에서 높은 표현된 감정(High expressed emotion)

을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대인관계 경험중 하나로 제시하 으며, 특히 

King과 Dixon(1999)은 젊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지적(critical comments)나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이들의 재발을 

예측하는 중요한 표현된 감정으로 보고하 다.  그리고 Wykes와 

Carson(1996)은 생활 사건의 경험 역시 재활의 부정적인 생활경험이 되므

로 지역사회에서 정신분열병 환자가 경험하는 만성적인 어려움을 중재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하 다.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낙인감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연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에 치명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낙인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중요

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

다. 그 중에서 Wahl(1999)의 일반 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 및 치료자 

100명과 면담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 가족, 교회, 

동료, 정신건강 치료팀 등으로부터 낙인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실망, 상

처, 분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 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병을 숨

기려고 하 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병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급될까봐 두려

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연구가들은 이들의 낙인감을 줄이

기 위해 공공교육(Public education)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으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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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mes 등(1999)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한 정신질환과 정신과 재활에 대해 2시간의 강의와 토론을 

실시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몇 가지 태

도의 변화-특히 자비심(Benevolence)-가 나타나기도 하 다

이상과 같이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자의 생활경험은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이들의 직업재

활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태도변화 등을 통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

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발달기적 특성이 강한 청

년기 정신분열병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경험에 대해 보고된 것은 없었으며 

특히 지연된 정신질환자들의 지지교육에 관한 관심은 늘어가고 있으나 정

신질환을 앓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 없

는 상태이다.      

3.  대학생활 경험

대학에서의 생활은 지시와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

에서 스스로 책임지며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그러므

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경험 등

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Hinke, 1974). 몇 몇 학자들은 대학생활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으로 제시하기도 하 다. 

먼저 Tinto(1993)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융화되는 단계를 분리

(sepe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3단계로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대학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며, 학생들은 아직 받아들여

지지 않은 규준과 새로이 개인적인 유대감을 엮어 가는 전이단계를 거쳐

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과거의 환경과 새로운 환경 사이에서 어려움을 경

험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통합단계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학문적 집

단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소속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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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구나 교수 등과 맺는 사회적 대인관계이며 동료의 

격려, 교수와의 친 한 관계형성 등이 대학에서의 성공을 돕는다고 하

다.  

또한 Pascarella(1985)는 인적배경, 구조적․조직적 특성, 대학교 환경, 

대인관계, 학생활동의 질 등 5가지 주요 변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향이 

학생들의 성장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 모델에서는 대학교 경험의 

질이 인적배경, 대학교 환경,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부터 향을 받으며, 

대학교 경험의 질은 학생들의 학습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데 특히 교수-

학생 상호작용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은경, 2002).

이와 비슷하게 Chickering(1993)은 대학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7가지 발달과업(seven vectors of development)으로 지적, 신체적, 대인관

계에서의 유능성 성취(Development competence), 다양한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의 관리(Managing emotions), 자율성의 확립(Moving through 

autonomy toward interdependence), 성숙한 대인관계(Developing ma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정체성의 확립(Establishing identity), 인생목

표의 명료화(Developing purpose), 통합성의 발달(Developing integrity)을 

제시하 다. 그는 또한 대학생의 정서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

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대학생활시기는 사회적, 직업적 역할과 책임감이 

결정되기 전에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았다.

대학생은 청년기에 해당하며 중요한 발달시기로 여러 가지 발달과제를 

안고있다. 그들은 지적 역으로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고 취업을 할 수 있

도록 준비해야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야 한다.  신체

적 역으로는 체력과 체능을 증진시키고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

야 하며, 정신적 역으로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감

을 갖고 여가를 활용하며 건전한 생활관과 가치관을 생활에 조화시키고 

도덕적 판단 과 행동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발달과업을 달

성하기 위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과 향은 아주 중요하다(이춘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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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대학생의 발달적 위기는 두 단계에 걸쳐 있는데 청소년기의 정체감 대 

역할 혼란과 성인초기의 친 감 대 고립감이다(신명희, 박명순, 권 심, 강

소연, 1998).  그들은 정체감 대 역할혼란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에 답하기 위해 부모를 떠나 친구들에게로 향한다. 청소년기 동안 그들은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진다. 친 감 대 고립감에서는 자아 정체감이 확립된 학생은 자신의 삶

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으며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고 새로운 신뢰감

과 친 한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해나간다. 그러나 친 감을 추구하지 않거

나 계속 실패할 경우 그들은 고립되고 발달적 위기에 처한다. 실제 

Harter(1990)는 정체성 연구에서 대학에서의 대인관계 형성과 학업성적 

등이 정체성을 유예시키거나 혼미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한편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

게 되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하며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적응여부는 학업적 성취수준과 개인적 성장으

로 알 수 있다(Arkoff, 1968).  대학생활적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에는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부모에 대한 애착,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

들이 있으며, 특히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는 상호신뢰와 소속감, 수용을 통

해서 만족감을 주고,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향을 미친다(조은숙, 

1994). 즉 대학생활적응은 정신건강과 관계가 있으며, 정상적인 대학생들

에게도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정체감의 위기를 초래하고 정신건강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몇몇 연구에서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전체 대

학생의 약 10-15%가 각종 정신질환(심기증, 편집증, 경조증, 정신분열증 

등)을 체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양은, 1979; 이성해, 1982).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대학교 입학 전에 정신장애가 있었던 학생들로 보이며 대

학 입학 후 적응의 어려움으로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비율이 점점 



- 13 -

높아져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측면을 이해하고 부적응으로 인해 고

통을 받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검토되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Gerdes 

& Mallinckrodt, 1994).

대학생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Baker와 Siryk(1983)의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연세대 학생상담

소에서 번안 및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가 있다. 이것은 67문항의 자기

보고형 Likert 척도로 4개의 하위척도가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점수와 네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한 총 대학생활적응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도

구의 네 개의 하위척도는 학업적 적응척도, 사회적 적응척도, 개인 및 정

서적 적응척도, 대학에의 만족도 척도이다.  학업적 적응은 학습의 동기, 

학업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동,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일반적 대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사회적 적응

은 대학에서의 사회적인 생활을 완성해나가고, 지지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적 자유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은 전반적

인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 불안, 낮은 자존감, 우울 등과 관련된 문제

들을 말한다.  대학에의 만족도는 자신이 예상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정도와 관련이 있다(Baker & Siryk,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 학생상담소에서 번안하여 제작한 표준화

된 대학생활적응척도가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고 대학생활적응의 많은 측

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신분열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 다. 

청년기는 일생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시기이다. 그러나 정

신분열병을 앓으면서 대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발달기

적 과제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그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한 사실들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그들의 회복과정에도 중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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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의 생활경험을 정신

분열병의 과정과 발달기적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또

한 대학생활이 이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이들의 생활경험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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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생활경험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표준화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이용해 대

학생활적응을 확인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이며, 사례연구를 통

해서 연구대상자의 생활경험 유형을 확인하 다.

2. 연구대상

1.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Y대학병원, 경기도 A대학병원의 정신과 외

래에서  치료를 받으며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

로 하 으며 다음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 다.

1) 만 20-28세 사이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지 2년 이상 된 자.

2) 정신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면   

      접이 가능하다고 주치의가 판단한 자.

3) 대학교를 휴학한지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자.

4) 자료수집 기간동안 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자.

2.  연구 대상자 표출

연구대상자는 접근이 용이한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병원 정

신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임의 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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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병원, 경기도 A병원의 전산정보과에서 2002년 1월 이후에 정신

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나이와 

진단명이 일치하는 대상자를 모두 추출하 다.

추출된 모든 대상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Y병원에서는 129명

중 대학생이 28명,  A병원에서는 42명중 대학생이 8명으로 모두 36명이었

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주치의와 사전 만남을 통해 연구대상자로서의 

적합성을 평가받고 구두로 면접 동의를 받은 후 외래 방문일정에 따라 대

상자를 만났다.

자료수집 기간은 6월-10월까지 으며, 연구 가능한 대상자들중 연구기

간에 외래를 방문한 대학생은 모두 28명이었으나 이들중 7명(5명은 보호

자가, 2명은 본인이)이 면접을 거절하여 결국 면접에 응한 사람은 모두 21

명이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분열병 환자로 연구의 과정과 연구 결과가 대

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고려를 하 다.

 1) 각 기관에 협조공문과 함께 연구계획서를 발송하여 공식적인 절차

를 밟았다.

 2)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3) 면담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 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

료를 사용하 다.

 4) 연구의 과정이 대상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긍정적 관계형성

과 정서적 이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 으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적인 

면담에 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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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도구

1. 생활경험 면접질문지 개발

  1) 문헌고찰

생활은 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하부 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까

지의 이론을 고찰한 결과 구체적으로 생활을 구성하는 하부 역에 대해

서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었으며 다만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 등에 관

한 연구에서 다양한 생활 역들이 나타났고 학자들간에 각 역들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나 경계에 차이가 있었다(Baker & Intalgia, 1982; Andrews 

& Withey, 197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 만족도나 삶의 질에서 나타난 생활 역들

을 살펴보면, Campbell(1976)은 생활만족에 대한 주관적 견해, 사회경제적 

상태, 신체건강, 정서, 인지된 스트레스, 친구, 가족, 결혼, 목표성취, 자기

만족감을 생활 역으로 하여  생활 만족도를 개념화하 고, Ferrans와 

Powers(1985)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역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하 는데 건강관리, 신체건강과 기능, 결혼, 가족, 

친구, 스트레스, 생활기준, 직업, 교육, 여가, 미래계획, 심리적 평안, 개인

적 믿음, 목표, 외모, 자기수용, 행복, 만족에 대한 32개 항목을 이용하

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혹은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

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활의 역들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에서 삶 즉 생활의 역들이 잘  나타나 있

었다. 

먼저 Heinrich(1984)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 척도에서 대인관계

역, 사회체제의 관여도, 직업적 역할 역, 내적인 정신요소 역, 일상물

건과 일상행동 역을 제시하 다. Andrews와 Witney(1976)는 주거,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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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의복, 건강, 동거인, 친구, 가족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일, 여가활

동, 서비스체제, 경제적 상태 등 보다 구체적인 삶의 역을 제시하 고, 

Skantze(1992)는 정신장애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에서 가정, 서비스체제, 

경제적 능력, 환경, 접촉, 여가, 일, 건강, 내적 경험, 교육정도, 종교 등을 

삶의 역으로 하 다. 또한 이정섭, 이평숙, 양경숙, 김현진(1998)은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노유자(1988)의 삶의 질 측정 도구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 정서상태, 경제상황, 자아 존중감, 신체적 상태와 

기능, 이웃 관계, 가족 관계 등의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것을 생활 만족도로 보기도 하 다.  그 외에도 Lehman(1983)은 생활환

경, 안정, 경제상태, 가족, 사회적 관계, 여가, 일, 건강, 친 감을 삶의 

역으로 보았고, Malm, May 그리고 Dencker(1981)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지에 안정, 경제적 상태, 대인관계, 여가, 일, 의료관

리, 내적 경험, 교육정도 등의 생활 역을 질문 범주로 하 다. 그 외에도  

Carpenter (1984),  Flanagan(1978) 등의 학자들이 다양한 개념으로 생활

역을 보았다.    

한편 Baker와 Intagliata(1982)는 외부환경, 개인적 경험, 개별적인 건강

상태 및 삶의 질 사이에 연관된 반응들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을 개

발하 으며 여기서 주거, 경제, 가족, 친구, 지역사회, 일,  여가, 신체상태, 

정신상태, 욕구수준, 지식, 신념과 태도, 종교 등을  삶의 역으로 하기도 

하 다.    

이상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 즉 생활의 역은 주거환경

(기본적인 요구), 안전, 재정,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나 대인관계, 여가, 일,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주관적인 경험 및 정신적 요인, 교육정도, 종교 

로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1). 그 중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 안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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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정신질환자의 생활 역 

저자(연도)   도    구                생  활    역

Andrews와   1.SLDS            주거, 이웃, 음식, 의복, 건강, 일, 

Withey  (The Satisfaction with  동거인, 친구, 가족관계, 대인관계,

(1976)    Life Domains Scale)   여가, 취미, 서비스시설, 경제상태 

Campbell,     2. QOL            경제상태, 친구관계, 사회활동, 

Converse,  (Quality of Life)      건강, 가족, 일, 여가, 종교  

Rogers(1976) 

Flanagan     3.없음              물질적 안녕, 건강, 여가, 가족관계, 

(1978)                           친구관계, 사회활동, 지적발달, 직업  

Malm, May,  4. QOLC           안정, 경제적 상태, 대인관계, 여가,

Dencker  (Quality of Life         일  의료관리, 내적 경험, 교육정도

(1981)          Checklist) 

Anthony와    5. QOL            생활환경, 가족, 사회적관계,    

Lehman  (Quality of Life         경제, 여가활동, 일, 안정, 건강 

(1982, 1983)   Interview)  

Baker와       6.없음             주거, 경제, 가족, 친구, 지역사회, 

Intagliata                        일, 여가, 신체상태, 정신상태, 

(1982)                           욕구수준, 지식, 신념과 태도, 종교

Carpenter     7. QOLS           사회활동, 직업, 정신내적상태

(1984)  (Quality of Life Scales)

Skantze      8. QLS-100          가정, 서비스체제, 경제적 능력,

(1992)  (Quality of Life Scales-100 환경, 접촉, 여가, 일, 건강,  

                                  내적 경험, 교육정도, 종교

3. Life domains 

6. Model of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vironment, Individual 

Experience, Individual Health Status and QO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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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인 삶의 역과 종교 역은 제외하고 정신질환자의 생활을 포

괄할 수 있는 공통적인 생활 역을 가족원과의 관계, 대인관계, 일, 여가, 

사회적 활동, 건강, 자기성취의 7가지 역으로 정하 다.       

  2) 예비연구 실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3명을 선정하여 가족원과의 

관계, 대인관계, 일, 여가, 사회적 활동, 건강, 자기성취의 7가지 생활 역

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면접내용을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 다. 

내용분석 결과와 대학생활에 관한 문헌을 참고로 7가지 생활 역을 생활

경험 역으로 재진술하 으며 이 역들을 설명하는 하부 역은 17개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경험, 대인관계는 친구와의 

관계 경험, 일은 학교생활 경험, 여가는 여가생활경험, 사회적 활동은 아

르바이트 경험, 건강은 정신병 경험, 자기성취는 성취경험으로 생활경험

역을 정의하 으며, 이 역에 대한 하부 역으로는 주로 접촉하는 가족

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과 대화, 가족관계의 어려움, 친한 친구관계, 친

구관계에서의 경험, 대학생활의 어려움, 대학생활의 의미, 휴학, 아르바이

트의 어려움, 아르바이트의 도움, 하루일과, 여가활동의 도움, 여가활동의 

어려움, 질병의 인식, 질병의 향, 성공경험, 좌절경험 등  모두 17개가 

나왔다.

 3) 생활경험 질문지 작성

질문지는 문헌고찰과 예비연구를 통해서 나온 생활경험 역에 따라서 

생활경험을 묻는 7개의 주질문과 각 생활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

부 역을 묻는 17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작성하

다.

4) 면접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와 정신간호학교수

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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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작성된 반 구조화된 면접질문지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 표  2 >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 질문지

번호       주 질 문                        세 부 질 문    

1.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나요?  주로 접촉하는 가족원은 누구인가요? 

                              함께 하는 시간과 대화하는 것에 대   

                                 해 이야기 해주세요. 

                              가족과의 어려운 문제점은 어떤 것들

                              이지요?

2. 친구관계는 어떠세요?   친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친구관계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나요?  

   

3. 학교 생활에 대해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이야기 해주세요.           했나요? 

                              휴학을 한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4.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시나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여가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5.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야기 해주세요.           있나요? 

                              병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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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계속 >

번호       주 질 문                        세 부 질 문 

6.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경험

  하고 있나요?                을 했나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지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7. 성공경험과 좌절했던     무언가 원하는 일을 이룬 적이 있으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면 이야기 해주세요.

  해주세요.         좌절했던 경험도 이야기 해주세요.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

                              이었지요?    

       

2. 대학생활적응 척도

대학생활적응은 표준화된 도구인 Baker와 Siryk의 SACQ(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연세대 학생상담소에서 번안 및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 는데, 이 도구는 67문항의 자가보고형 Likert 척도

로 4개의 하위척도가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한 총 점수가 대학

생활적응 점수이다. 이 도구는 네 개의 하위척도인 학업적 적응척도, 사회

적 적응척도, 개인 및 정서적 적응척도, 대학에의 만족도 척도에 관한 질

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에 대해 1점에서 9점까지 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 α값은 .92 이며, 조사는 대

상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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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 Y대학병원과 경기도 A대학병원에서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은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 다.

대상자는 외래를 방문한 대상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참여 동

의를 받고 진료실에서 일대일 만남을 가졌다. 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관계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

졌다. 그들의 생활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반 구조화

된 면접질문지를 이용해서 면담을 하 으며, 면담은 2회 실시하 고 면담

시간은 1회당 40-60분이었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활적응  

표준화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자가보고하도록 하

다. 응답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생활경험에 대한 1차 심층면접

1) 면담은 대상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심층

면접이 가능하도록 외래 진료실에서 실시하 다.

2) 심층면접은 반 구조화된 면접질문지에 따라 이루어졌다.

3) 연구자는 대상자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가능

한 구체적 실례를 물어 보았다.

4) 면담과정이 대상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충분히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 다.      

5) 면담내용은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녹음하 으며, 면담직후 

대상자에 대한 인상과 비언어적 표현들을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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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음된 면담내용은 바로 필사를 하고 분석을 하 다.

  

3. 의무기록지 검토 

의무기록지 검토는 1차 면담 후 면담자료를 보충하고 정보를 명료화하

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연구대상자의 진단명, 병력,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조사하고, 연구자가 대상자의 생활경험에서 의

미를 발견하고, 이해를 발전시키며, 연구문제에 적합한 통찰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족력, 과거력, 기타 대상자가 기록한 메

모지, 치료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자료수집 하 다.  

4. 생활경험에 대한 2차 심층면접

1) 2차 면접은 1차 면접자료 분석결과를 가지고 1차 면접과 동일한 방

법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면접에서 누락되었던 정보와 보다 충분한 경험

들은 유도해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2) 2차 심층면접 자료는 1차 면접자료와 마찬가지로 면접 후 바로 필

사를 하고 분석하 다.

6.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생활경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2년 10월부터 11월

까지 실시하 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면접을 실시한 대상자들 중 자신의 생활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 8명을 선정하여 실시하 으며, 면담은 면접질문지

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힘들었던 생활경험과 도움이 되었던 생활경험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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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담시간은 50분-70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내용은 사전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 고 면담직 후 필사를 하고 분석하 다. 

7.  자료분석방법

1. 생활경험에 관한 면접내용은 Holsti(1969)가 제시한 내용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 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면접내용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와 내용단위(unit of 

content)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 다.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는 한 문장에서 한 문단으로 하여 전후맥락을 포함시켰으며(Context 

unit), 내용단위(Unit of content)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접질문지의 질

문 역으로 하 다. 

2) 자료는 내용단위(Unit of content)별로 연구주제에 적합한 의미있는 

표현을 확인하고 유사한 생활경험내용끼리 모아서 주제를 확인하 다.  

3) 주제를 모아서 범주화하고 생활경험 역을 재진술 하 다.

2.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SPSS PC Win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3. 생활경험의 유형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질병의 상태와 경험의 맥락

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경험 주제를 확인함으로써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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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자 8명, 남자 13명으로 모두 21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23.1세, 발병나이는 평균 18.9세 으며, 평균 유병기간은 52.5개월이

었다. 재학상태는 현재 재학중인 대상자가 14명이었고, 휴학중인 대상자는 

7명이었다.(표 3)

 

            < 표  3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나이  성별  발병시기  유병기간   학년   재학상태    휴학빈도  

    1     21세   남     18세     42개월    대2    재학중          0 

   2     26세   남     21세     53개월    대4    휴학5개월째     2

 3     25세   남     21세     45개월    대3    휴학5개월째     1

 4     22세   여     18세     47개월    대2    재학중          1 

 5     22세   여     18세     48개월    대3    휴학5개월째     1 

 6     21세   남     18세     35개월    대2    재학중          1

 7     24세   남     21세     37개월    대3    휴학5개월째     1 

 8     26세   남     20세     65개월    대3    휴학11개월째    1 

 9     22세   여     19세     34개월    대2    휴학5개월째     2

 10    23세   남     20세     30개월    대4    재학중          1

 11    22세   남     19세     40개월    대2    재학중          1

 12    25세   여     17세     92개월    대4    재학중          1 

 13    21세   여     18세     39개월    대3    재학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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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3 계속 > 

대상자  나이  성별  발병시기 유병기간  학년  재학상태    휴학빈도  

 14    20세   남     18세     38개월    대2    재학중          1

 15    27세   여     21세     74개월    대4    재학중          1

 16    22세   남     19세     35개월    대2    재학중          1

 17    25세   남     19세     76개월    대4    휴학1개월째     4 

 18    26세   여     22세     57개월    대4    재학중          1

 19    24세   남     18세     76개월    대4    재학중          2 

 20    22세   남     15세     87개월    대1    재학중          0 

 21    22세   여     17세     61개월    대1    재학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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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생활경험 내용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생활경험 역인 가족과의 관

계 경험, 친구와의 관계 경험, 학교생활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여가생활

경험, 정신병 경험, 성취 경험과 관련된 7개의 주 질문과 17개의 세부 질

문으로 이루어진 반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가지고 심층면접을 실시함으

로써 이루어졌다. 면접자료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이용해서 

생활경험 역에 따라 분석하 다. 그 결과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에서 25개의 주제가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 경험, 친구관계 

경험,  학교생활경험, 일상생활경험, 사회적 역할수행경험, 정신병 경험으

로 범주화되었다. 여기서 여가생활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내용은 각각 

3개의 주제에 의해서 일상생활경험과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으로 범주화되

었다. 그리고 성취경험 내용은 각 생활경험 주제에 포함되어 분석됨으로

써 모두 6개의 생활경험으로 범주화되었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을 보면 먼저 가족관계 경험에서

는 전체 21명중 대화결여가 12명으로 가장 많이 경험되고 있었고 접촉부

족이 9명, 지지가 9명, 갈등관계가 8명이었다. 친구관계 경험에서는 외로

움이 12명으로 가장 많이 경험되고 있었고, 친구사귀기 어려움 11명, 친구

관계로부터의 퇴행 10명이었으며, 친 감 추구를 경험하는 대상자가 9명, 

친구관계의 편안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7명이었다. 학교생활경험에서는 학

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12명, 동료로부터의 고립감 9명, 학업지

속의 절실함 8명,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이 6명이었다. 

그리고 일상생활경험에서는 균형있는 생활양식의 유지를 경험하는 경

우가 8명이었고,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7명, 현실감각 상실 5명 순으로 경

험되고 있었다.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에서는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존감 증진 6명, 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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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 (n=21)    

        범     주               주    제  (n)  

     가족관계 경험           (가족과) 접촉부족(9) 

                             (가족과) 대화결여(12) 

                             (가족원과) 갈등관계(8)

                             (가족의) 지지(9) 

     친구관계 경험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12)

                             친구사귀기 어려움(11)

                             (친구관계로부터) 퇴행(10) 

                             (친구관계의) 편안함(7)

                             친 감 추구(9)

     학교생활 경험           학업수행의 어려움(14)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12)

                             (동료로부터의) 고립감(9)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6)

                             학업지속의 절실함(8)

      

     일상생활 경험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7)

                             현실감각 상실(5)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8)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11)

                             자존감 증진(6)

                             (사회에 대한) 소속감(3)  

     정신병 경험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12)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12)

                             (현실로부터의) 왜곡감(7)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8)

                            (정신질환자로서의)새로운정체감정립(5)

 



- 30 -

소속감 3명 순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정신병 경험에서는 정신질환자로서

의 자기인식 거부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을 각각 12명이나 경험하고 

있었고, 현실로부터의 왜곡감도 7명이나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질

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8명,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5명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표 4).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한 대상자에게서 동일한 생활

경험내용은 하나만 추출하 으며, 한 대상자에게서 여러 종류의 생활경험

내용이 추출됨으로써 총 생활경험내용은 총 424건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생활경험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생활경험중 학교생활경험(23.6%)이 다

른 경험보다 다소 많이 나타났다. 가족관계 경험은 전체 경험중 22.2%를 

차지하 는데 그중 대화 결여(40건)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다음이 

갈등관계(23건), 지지(19건), 접촉 부족(12건)순이었다(표 5).  친구관계 경

험은 전체경험에서 21.9% 으며 그들은 외로움(27건)을 가장 많이 경험했

고, 친구사귀기 어려움(22건), 친구관계로부터 퇴행(19건), 친 감 추구(17

건), 친구관계의 편안함(8건)순으로 나타났다(표 6). 또한  학교생활 경험

은 전체 생활경험중 2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중 학업수행

의 어려움(46건)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23건), (동료로부터의) 고립감(12건),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10건), 학

업지 속의 절실함(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리고 일상생활 경험은 

전체 생활경험중 6.1% 으며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9건), 현실감각의 상실

(9건),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8건)가 나타났으며(표 8),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은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11건), 자존감 증진(8건), 사회원으로의 소

속감(5건)순으로 경험의 빈도가 나타났다(표 9).  마지막으로 정신병 경험

은 전체 생활경험중 21.9% 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27건)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현실로부터의) 왜곡감(22건), (정신질환자로

서의) 자기인식에 대한 거부(21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9건)과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8건)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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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다음은 생활경험 범주별로 경험의 빈도를 표로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

의 생활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상자의 말 그대로 중요한 생활경험

내용을 진술하 다. 

1. 가족관계 경험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 경험의 빈도는 총94건으로 전체 생활경험 내용

< 표  5 >연구 대상자의 생활경험 : 가족관계 경험내용(총94건) 22.2%

                                            

       주     제  (경험빈도)        생활경험내용(n=21)

  

      (가족과) 접촉부족(12건)        주로 혼자 있음(9)             

                                    가족에 대한 거리감(3)

                                                         

      (가족과) 대화결여(40건)        가족간에 말을 안함(10) 

                                    얘깃거리가 없음(9)

                                    말하기 귀찮음(6)            

                                    깊은 얘기는 안함(6) 

                                    혼자 고민함(5)  

                                    가족과 대화가 어색함(4)

                                                                  

      (가족원과) 갈등관계(23건)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함(8)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음(5)

                                    매사에 나를 어린애 취급함(5)

                                    약 먹는 것에 대해 의심받음(3)

                                    정신병 때문에 날 무서워함(2)

    

      (가족의) 지지(19건)            가족과 대화가 잘됨(8)

                                    가족으로부터 이해받는 느낌(6)  

                                       가족이 위로가 됨(3)

                                    가족들의 관심이 많아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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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22.2%를 차지하 으며 주로 혼자 있음(9), 가족이 멀게 느껴짐(3)의 

접촉 부족(12), 가족간에 말을 안함(10), 얘깃거리가 없음(9), 말하기 귀찮

음(6), 깊은 얘기는 안함(6), 혼자 고민함(5), 가족과 대화가 어색함(4)의 

대화결여(40),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함(8), 아버지를 싫어함(5), 어린애 취

급함(5), 의심받음(3), 날 무서워함(2)의 갈등관계(23), 가족과 대화함(8), 

가족으로부터 이해받는 느낌(6), 가족이 위로가 됨(3), 가족들의 관심이 많

아짐(2)의 지지(19)가 생활경험 주제로 나타났다(표 5). 

 

  1) 접촉부족

대상자중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었으며 멀게 느껴진다고 말해 

가족과의 접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12건). 그들은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지내고 있었고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에도 방에 혼자 있으면

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대상자는  낮에는 집에 혼자있어요. 저

녁때도 밥먹고 나면 혼자 방에 있는 편이에요.(사례2)라고 말하거나 휴학

한 이후로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한 생활을 하기도 하 는데 그는 

어머니도 안 계실때가 많아요. 그러면 혼자있게 되죠. 휴학한 뒤로는 혼

자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잠깐 뭐 사러가고 

그래요. 동생들도 직장 갔다가 늦게 오니까 별로 같이 있지 못해요(사례

7), 별로 같이 있을 시간도 없지만 어쨋든 가족의 느낌이 없어요. 멀게 느

껴져요.(사례 20)라고 말하 다.

2) 대화결여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가족관계 경험은 대화결여가 40건으로 가

장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가족간에 말을 안함(10), 얘깃거리가 없음(9), 

말하기 귀찮음(6), 깊은 얘기는 안함(6), 혼자 고민함(5), 가족과 대화가 어

색함(4)이라고 말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과 함께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빈약함을 보

여주는 것이었으며 정신분열병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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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가족하고 거의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말하고싶은 생각이 안들어요(사례 2), 그냥 할 얘기도 

없고 귀찮고 그래요.(사례 19), 고민 같은 거는 누구하고 터 놓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혼자 고민하고..(사례 10)라고 말하는 등 대

화의 부재가 역력하 다.

3) 갈등관계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가족관계경험에서 갈등관계 경험은 23건

이었다.  그들은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약물복용에 대해 의심을 받거

나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 으며, 과거부터 아버지를 싫어했고 과

격했던 행동으로 가족들이 자신을 무서워 한다고 했다.  할 얘기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한데 봤자 별로 이해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사례 

8), 말을 하면 절 이해하지  못하는거 같애요. 제가 생각하는 거나 제 마

음같은 거를..(사례 15)라며 이해받지 못함을 표현해왔고, 멀게 느껴져서 

아버지 식사할 때는 잘 안 해요. 아버지 끝나면 그때 먹고 그래요. 아직

도 멀게 느껴져요. 아버지를 피해요. 아직까지는 싫다는 감정이 많아서.. 

지금은 약해지긴  했어도 아직도 싫다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사례7)라며 

아버지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혼자 약 먹고 있는데 사사건건 챙기니까 미치겠어요. 절 어린애 

취급해요.(사례11), 엄마 아빠한테 의심이나 그런 것 받았거든요. 정상적

으로 화를 낼 수 있잖아요(몹시 흥분됨)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는 이유로 

입원했다는 이유로.. 날 의심해요. 제가 또 약 안 먹었나.. 조금만 화내

면 욕만하면 끝이 없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협박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아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도 다 먹었고..어떤 때는 병원에 입원시키

겠다고 날 협박해요. 내가 그걸 제일 무서워하니까.. 피가 말라요.(사례 

11)라며 어린애 취급을 받거나 의심을 받음으로써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엄마하고 누나하고 날 무서워해요. 전에 발병했을 

때 제가 과격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착각을 한 거예요.(사례 20) 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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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족과의 갈등관계가 정신병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지지  

한편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가족관계에서 지지적 관계를 경험

(19건)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랑 

대화 많이 해요. 동생하고도 하고.. 대화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사

례 9)엄마하고 굉장히 친해요. 사적인 고민같은 거 스쳐가긴 했지만 남자

친구 얘기나 학벌 열등감 같은 얘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그래요.(사례 12)라고 하거나 엄마나 오빠하고 거의 얘기해요. 오

빠가 조언을 많이 해줘요. 친구들 만나는 거 공부는 것도 그렇고.. 전에 

우울증이 심할 때는 누구하고 얘기하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랬는데 이젠 가족들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별거아닌데도 얘기하게 

되고 그래요.  (사례 13) 라며 동생이나 오빠, 그 외에 누나, 아버지와 대

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원과 고민을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

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하고 할 수는 없는

데 얘기를 하고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족이니

까 이해받는 느낌이고 그런거 있잖아요.(사례 9)라며 가족으로부터 이해

받는 느낌이 들고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환청이 들리거든요. 그럴 때 되게 예민해져 있어 갖고 그러면 식구들이 

되게 이상하게 본다 말이예요. 그럴때 오빠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

기 들어주면서 그럴 때가 있는 거라구..오빠가 많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힘들때도 덜 힘든 것같고 위로가 되요. (사례 5), 지금은 큰 누나와 관계

가 좋아졌어요. 엄마와 작은누나하고는 원래 관계가 좋고 절 많이 도와줘

요(사례6)라며 위로받고 있음을 표현하 다. 그리고 병이 나고 그래서 그

때를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 저한테 관심이 많아졌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는 거 같

아요.(사례 16) 등 그들은 발병 후 흩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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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관심이 많아졌으며,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

2. 친구관계 경험

본 연구에서 친구관계 경험의 빈도는 총 93건으로 전체 내용중에 

21.9%를 차지하 으며 고민을 나누는 친구가 없음(10), 친구들로부터의 위

축감(9), 주로 혼자임(6),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함(2)의 친구관계에서의 외

로움(27건), 친구를 못 만듬(8), 병으로 친구사귀기 부담됨(8), 이성친구 사

< 표 6 >연구 대상자의 생활경험 : 친구관계 경험내용(총93건) 21.9%

                                                    

       주    제 (경험빈도)           생활경험(n=21)

       (친구관계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친구가 없음(10)

       외로움 (27건)               친구들로부터의 위축감(9)

                                   주로 혼자임(6)

                                   친구로부터 무시당함(2)

       친구사귀기 어려움           친구를 못 만듬(8) 

              (22건)               병으로 친구사귀기 부담됨(8)     

                                   이성친구 사귀기 어려움(6)

                                  

       (친구관계로부터)            친구와 대화가 안됨(8) 

       퇴행 (19건)                 상황판단이 잘 안됨(5)    

                                   혼자 있는 게 편함(3)

                                   친구가 의식이 됨(3)  

    

       (친구관계의) 편안함(8건)     함께 있으면 좋음(5)

                                   병을 이해 받음(3)

                                                     

       친 감 추구(17건)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음(7)

                                   누군가 함께 있고 싶음(6)     

                                   속 얘기를 나누고 싶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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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 어려움(6)의 친구 사귀기 어려움(22건), 친구와 대화가 어려움(8), 상

황판단이 안됨(5), 혼자있는게 편함(3), 친구가 의식이 됨(3)의 친구관계로

부터 퇴행(19건), 함께 있으면 좋음(5), 병을 이해받음(3)의 친구관계의 편

안함(8),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음(7), 누군가 함께 있고 싶음(6), 속 얘기

를 나누고 싶음(4)의 친 감 추구(17)의 생활경험 주제가 나타났다(표 6).

1) 외로움 

 대상자들은 친구관계에서 위축되어 혼자 지내고 있거나 친한 친구가 

없어서 고민을 나누지 못함으로써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27건으로 친

구관계 경험중 가장 많았다. 그들은 친한 친구는 고민을 나누는 친구는 

없는 편이예요. 대학 친구중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는 없어요.

(사례 1),  여태까지 고민을 나눌 만큼 친해본 친구는 없었던거 같애요. 

지금도 혼자 고민하는 편이지.. 왜 그런지 그게 잘 안돼요. 나를 표현하

는게 어려워요.(사례 21) 라며 고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으며(10), 친구관계로부터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시간

이 남아서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뭐하냐 그러면 휴학했다고 그

러고, 왜 휴학했냐 그러면 친구들한테 병 있어서 휴학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제대로 수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는 거예요.(사례 9)라며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고 있었고, 친구관계에서 일대일로 여자친구 만날 때도 부담

이 없잖아요. 절 좋아하고 그러면 부담이 없는데 여럿이 모이는 게 위축

감이 들죠. 학교같은 생활에서도 너무 여러 명이 절 우습게 안다고 그럴

까요. 그러면 쉽게 쉽게 저한테 장난을 걸어온다거나 하면 싫더라구요. 

위축돼 있는 거예요.(사례 10)라며 여러 명의 친구관계에서 위축감을 느

끼고 있었다.(9)  또한 친구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거나.. 그렇지만 않으

면 그 그룹에서 제껴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잘 못 어울리게 돼요.(사례 

5)라며 친구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2) 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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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사귀기 어려움

또한 대상자들은 친구와의 관계 경험에서 친구를 못 만들거나 정신병

때문에 친구사귀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친구사귀기를 어려워했다(22건).

원래 성격이 활동적이지 못해서 친구를 못 만들어요.(사례 2),아주 친

했다가도 아주 가까이 있게 될 기회가 생기면 잘 안돼요. 대학교내에서 

잘 지내다가 한 방을 같이 쓰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친해져요.(사

례 4), 친구사귀는게  잘 안돼요. 친한 친구는 없고 그냥 아는 애들 정

도.. 친한 친구가 한 두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

도 아니고 그게 힘들어요.(사례 19)라며 내성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한 성

격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으며,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어렵

다고 하 다. 또한 그들은 정신병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누가 알게 되는게 두렵죠. 그게 제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만든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낮병원 다닐 때 사

람들 만나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꺼리게 

되잖아요. 친구 사귀는 것도 그래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학교친구는 아

예 사귀지 않았어요.(사례 1)라며 병으로 친구사귀기가 부담된다고 하

다. 그리고 이성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여자가 쪼금만 호

감 갖는거에 대해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섣부르게 행동해

서 안됐어요. 한 두 세 번 그랬어요. 누구를 사귀는 게 제일 안돼요. 왜

그런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라는 게 겁나요. 정신병도 그래서 온 

거 같애요. 친구가 없으니까.(사례7)라며 이성친구에게 거절 당한 것에 

대해 아픔을 갖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는 지금은 없는데 사귀어 본적은 있

어요. 몇 번 만났는데 대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만나기가 어

려웠어요. 대화를 리드하지도 못하고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것도 힘들었어

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구요.(사례 16)라며 이성을 만나는데 대

화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얘기했다.(6)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냥 같이 놀고 같이 지내고 대화

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취하는 것도 힘들고,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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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어쨌든 관계가 어려워요.(사례 1) 라며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3) 퇴행

그 외에도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친구관계로

부터 퇴행되는 경험(19건)이었는데 이들은 대화가 어려움(8), 상황판단이 

안됨(5), 혼자있는게 편함(3), 의식이 됨(3)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상황판단이 안되어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이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다. 병이 나고 나

서부터 상황파악이 예전만큼 되지 않거든요.  친구들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반응

을 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남아있어요.(사례 16)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

은 친구관계에서 제가 다가서질 않아요. 입원하기 전까지는 아무하고도 

얘기 안하고 저혼자 그냥../ 계속 혼자있어 가지고 가족하고 있을 때 빼

고는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요.(사례 3) 친구가 있기는 한데 친구

와 연락을 잘 안해요. 대학중 반 이후에는 그냥 혼자 다녔어요. 친구가 

있었고 사이  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있

는 게 편한 거예요.(사례 6)라며 혼자있는 것을 편안해 하 고, 수업시간

에 친구들이 많이 의식이 돼서 못 다녔어요. 예전부터 사람들 많은데 가

면 그랬어요. 의식을 많이 했지요. (사례6) 등 친구들이 의식이 되어서 

불편하다고 말하 으며, 어떤 대상자는 친구와 관계하는 것이 어려우며 

친구 사귀는 기술이 없다고 했다. 그들은 대인관계로부터 점차 퇴행되어

가고 있었다.

4) 편안함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반면 일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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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이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있거나 병을 이해받음으로써 친구관계

에서 편안함을 경험(8건)한다고 하 다.  그들은 친구로부터 병을 이해받

음으로써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마음이 편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친

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얘기했어요. 제가 병이 있다고. 그냥 다 이해하

더라구요. 특별히 걔네들이 어떻게 해주는건 아닌데 이해해 주니까 고맙

죠. 제 친구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뭔가 숨기고 안 말하는거 같대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 했어요. 얘기하니깐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힘들때 얘

기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사례5)라고 말했다. 또한 환우와는 병이 이

해되니까 만나도 숨길게 없고 편안하다고 하 다. 이번에 입원하면서 몇 

명이랑 친해졌어요. 낮병원에서도 만나는데 좋은거 같애요. 같이할 사람

이 있다는 게. 숨길게 없으니깐 마음도 편하고..(사례 6)라고 말했다.     

 또한 3명의 대상자는 이성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관계의 편안

함을 경험하 고,  어떤 대상자는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면 편하고 좋다고 하 다.

5) 친 감 추구 

또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상자들은 친구와의 관계 경험에서 친한 친

구를 사귀고 싶음(7), 누군가 함께 있고 싶음(6), (속)얘기를 나누고 싶음

(4)의 친 감을 추구(17건)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모임인 동아리에서의 관계만 유지해오다가 학교친구와의 

친한 관계를 필요로 하게되었고 어떤 대상자들은 막연히 친한 친구관계를 

동경하고 있었다. 이제 학교에서라도 더 잘 놀고 저 잘 얘기하고 그래야

지요. 제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겨야 된다고 할까?/ 이젠 학

교친구랑 친하게 지내야겠죠. 의지할 수 있는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

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사례 1)라고 말했다.  또한 친구

가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누구하고 친했던 적이 없었

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나도 친한 친구가 있어서 같이 많이 있

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9)라며 말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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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의존적인 제 성격이 대학 들어오니까 좀 힘들더라구요.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런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내가 부족하니까 누군가 함께 있고 싶어요.(사례 17)라며 의지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간절히 원하기도 하 다. 여자 대상자의 경우는 

대부분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하고 

얘기가 잘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친구가 있어서 속마음을 얘기하면 상태

도 좋아질 것 같구 그래요.(사례 9), 솔직히 친구한테는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속에 있는 말들을... 그런 말하고 싶

은데.. 정말 가까운 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사례 15)라고 하 다.

3. 학교생활 경험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학교생활 경험의 빈도는 총 

100건으로 전체 내용중에 23.6%를 차지하 으며 학업수행의 어려움, 의욕

상실, 고립감,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학업지속의 절실함의 5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재발로 휴학하게 

됨(13), 전공이 어려움(11), 성적이 나쁨(7), 집중이 안됨(6), 강의를 못 따

라감(6), 시험이 고역임(3)의 학업수행의 어려움(46)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수업을 빠지게 됨(10), 목표가 없음(6), 자신없음(4), 복학을 미룸(3)의 의

욕상실(23)과 학교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냄(9), 나이가 안 맞아 못 어울림

(3)의 고립감(12)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긍정적인 학교생활 경험으로 

적성에 맞아서 좋음(4), 성적이 잘 나옴(3), 교수에게 인정받음(3)의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감(10)을 경험했거나(10), 학교를 끝까지 다니고 싶음(6), 

학급생과 똑같이 나아가고 싶음(3)의 학업지속에 대해 절실한 마음(9)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다(표 7).

1) 학업의 어려움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교생활경험에서 학업에 대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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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46건)을 가장 많이 호소했으며 특히 이공계 계통을 하고 있는 학생의

< 표 7 >연구 대상자의 생활경험 : 학교생활경험내용(총100건) 23.6%

       주     제 (경험빈도)         생활경험내용(n=21)

    

       학업수행의 어려움           재발로 휴학하게 됨(13)

         (46건)                    전공이 어려움(11)

                                   성적이 나쁨(7)

                                   집중이 안됨(6)             

                                   강의를 못 따라감(6)

                                   시험이 고역임(3)        

           

       (학교생활에 대한)           수업을 빠지게 됨(10)          

       의욕상실(23건)              목표가 없음(6)

                                   학교생활에 자신이 없음(4)

                                   복학을 미룸(3) 

       (동료로부터의)              학교친구가 없어서 혼자지냄(9)

       고립감(12건)                나이가 안 맞아서 못 어울림(3)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적성에 맞아서 좋음(4)

        (10건)                     성적이 잘 나옴(3)

                                   교수에게 인정받음(3)   

       학업지속의 절실함(9건)      학교를 끝까지 다니고 싶음(6)

                                   학급생과 똑같이 나아가고 싶음(3) 

                     

         

 경우 전공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들이 학업에서 어려움을 경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공이 대상자들의 적성에 맞지 않고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대학 갈려고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대학은 들어갔는

데.. 막상 다녀보니까 너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나만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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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고 적응도 잘 안되고..(사례 2), 숙제를 잘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어

려우니까 다 풀지 못해서 내지 못하고 그랬어요.(사례 3), 회계가 너무 어

려워요. 처음엔 쉬울줄 알고 갔는데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

업시간이 괴로워요. 막 (사례 4)라며 과목이 어려워서 숙제를 다하지 못

하거나 전공이 어려워서 수업시간이 괴롭다고까지 하 다. 그들은 또한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 고 경고를 맞은 학생들도 있었다. 어떤 학생

을 심지어 수강신청할 때 엄두가 안나서 휴학을 하기도 하 다.  

또한 그들은 학교생활에서 힘든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공부도 안

했고 수업도 많이 빠지고... 자연대인데, 내가 선택했는데 막상 공부해보

니까 내용도 어렵고. 3학년까지 다녔어요. 공부를 안 해서 경고도 몇 번 

맞았어요. 끝까지 해보고 싶은데.. 성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전

체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편이예요.(사례 3), 수강신청 할 때 딱 보고 

공부할 엄두가 안 나더라구요. 성적이 잘 나와야 나오고 싶은데 뜻대로 

안되니까.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사례 6)라고 하 다.  

  그들이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는 집중이 안 되어서 공부

하기가 힘든 것도 있었으며 어떤 학생들은 강의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들은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돼요.(사례 3), 가

장 스트레스는 학업이예요.  집중도 안되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암기를 

많이 해야되니까 좀 힘들어요.(사례 16), 공부가 잘 안돼요.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수업시간만 되면 더 그런거 같애요. 머리가 멍해지는 것도 

같고 교수님 강의가 멀게 느껴지고..(사례 20)라며 집중이 안되어서 힘든 

점을 이야기 하 고, 전공이 컴퓨터 공학인데 강의시간에 빨리 빨리 따라

가야 되는데 컴퓨터 언어시간에 못 따라가서 놓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는 느낌이었어요.(사례 7), 항상 그래요. 수업시간에 잘 못 따라가요. 그

러니까 시험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사례 19)라며 수업을 못 따라가서 

힘든 경험을 이야기하 다.  

 그들은 잠 때문에 시험공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특히 정신과 약

을 먹어서 그렇다고 하 다. 또한 시험공부할 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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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도 있었다. 시험 때만 되면 고역이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답답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도움 좀 받을텐데 그것도 아

니고.(사례 8), 시험때만 되면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잠은 쏟아지고.(사

례 11)라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대학생이 정신병의 재발로 휴학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약

을 안 먹고 재발되어 휴학을 하게 됨으로써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다

시 복학해서도 적응이 안되고 공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경험했다.  

입원하느라고  휴학했어요. 재발하고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례 16, 19, 20) 라고 말했다.

2) 의욕상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경험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의

욕상실(23건)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고 

복학을 못하고 있었다. 지금은  집에 있어요.  휴학했어요. 이번에  복학

할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병원다니고 그러니까 의욕 자체가 없어요.(사

례 2)라고 했다. 또한 나태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수업을 빠

지고 있었는데  좀 게을러 갖고..게을러 갖고 공부도 안하고 수업도 빠지

고..(사례 3),  학교생활이 처음엔 상당히 괴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로웠고 매일 똑 같은 하루를 지내는 게 싫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그러는 게 싫었어요.(사례 10)라고 했다. 그들

은 대학생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

하고 있었다. 내가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으니깐..학교생활에 의욕자체가 

없어요. 경고도 맞았어요. (사례 8), 대학에 들어왔으니깐 다닐려고 하는

데 졸업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깐 열심히 안하게 돼요.(사례 20)

라고 했다.  

또한 어떤 대상자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았으며 취미도 없고 화학이

라는 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실험이니까 냄새에 상당히 예민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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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병이 나고서 냄새도 싫고 같이 실험을  하고 싶은데 걔네들은 고

등학교 때부터 화학실험을 하던 애들이라 개들하고 취합을 못한다고 할까

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막상 또 하며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사례 10)라며 학과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학교생활에 의욕

을 상실하고 있었다.

3) 고립감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교생활경험에서 동료로부터의 고립

감(12건)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학교에 가도 친구관계도 별로 원만

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

든 활동을 거의 혼자하면서 쓸쓸하게 지냈다. 학교 가는게..  학교 가봐

야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가는데..학교에서 워

낙 내성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고 먼저 말 걸

기가 안돼요. 친한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주로 혼자 있고 

아는 사람 몇 명만 가끔 가다 만나고..친구가 없고 학교에 꼭 나갈 필요

를 못 느낀다(사례 3)고 하 으며, 친구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수업도 혼

자 듣고 수강신청도 혼자하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쓸쓸하게 지냈어요. 친

구가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막 친구하고 같  이 시간표 짜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해가지고 어쩌다 아는 사람 만나 가지고, 아니다 알긴 아는데 밥 

같은거 혼자 먹는게 자주 있었어요. 힘든 점이 인간관계가 넓지가 않았다

는거.(사례 7) 또한 사람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게 일방적으

로 안되니까 혼자 지내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혼자 다니다 보니까 외

로움 같은 거 느끼고 그랬던 거 같아요.(사례 9), 공강 시간엔 외롭게 있

는 시간이 많았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면 다 헤어지고 집에 와서 TV많이 

봤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사례 17) 친구가 없으니깐 외롭죠. 학교가면 

주로 혼자 지내요. 성격이 너무 소심해 갖고 먼저 말거는 것도 어렵게 느

껴져요.(사례 19)라며 주로 학교에서 혼자 지냈고, 재수를 하 거나 휴학

을 함으로써 학과 친구와 나이가 안 맞아서 더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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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휴학을 하다보니까 나이도 안 맞고 쉽지가 않더라구요.(사례 17)라

고 하 다. 즉 그들은 학교친구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했다.

4) 학업만족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교생활경험에서 학업만족(10건)을 경

험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대학에 입학한 것, 전공이 적성에 맞거나 

성적이 잘 나와서 장학금을 탄 것, 교수에게 인정받았던 것,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등에서 만족감을 경험했다.

그들은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 게 내 일생에서 가장 좋았어요. 뭔가 이

룬거같고.. (사례 3) 대학와서 장학금 탓을 때. 정말 좋았어요. 내 노력

으로 이룬거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이대로 가면 정말 자신있다 그렇

게 생각했어요.(사례 4),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거든

요 교수님이 회계사 공부도 해보라고 다른 강사님도 회계사 공부해보면 

어떠냐고 말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때 

성취감을 느꼈어요.(사례 9), 편입하게 가장 큰 성취 어요. 저한테는 대

학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제 계획에서 한발자국 한발자국 나갔다는데 저

한테 큰 의미 던 것 같아요.(사례 12),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보고 나면 

집으로 갈때 뿌듯했어요. 학생이니까 아직까지는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사례13), 한 학기, 한 학기 마칠 때마다 기뻤어요. 병 때문에 휴학을 여

러 번 하다보니까 한 학기씩 마치는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사례 17)라며 

학업을 통해서 만족감을 경험했고 이러한 학업 만족을 통해서 기쁘고 자

신감이 생기고 행복했다고 한다. 

             

5) 절실함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중 학업지속에 대한 절실함

의 경험빈도는 9건이었는데 그들은 대학생활을 마치는 것에 의미를 부여

하고 졸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며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급생과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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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나아가고 싶어했다. 3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동안 잘 다녔는데.. 끝

까지 해보고 싶은데 성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4학년 1학기 등록도 

해놓은 상태예요(사례 3), 성적이 아주 못 나오진 않아요. 졸업은 꼭 하고 

싶어요(사례 4)라고 말하며 비록 대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

했지만 대학과정을 마치고 싶은 의지를 보 다. 또한 학벌에 대한 콤플렉

스로 대학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고 싶어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이제 

졸업반이예요. 편입하느라고 졸업이 늦어졌는데..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

지만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할려구요. 좋은데로..(사례 12), 지금은 우선 

어떤 학교라도 하나는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좋은데 가고 싶

어요. 어쨋든 졸업은 꼭 해야돼요.(사례 15)라며 졸업에 대한 절실함과 

지금보다 좋은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

은 정신병이 재발되어 휴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뭔가 뒤쳐지는 느낌이고 

따라가기 어렵다며 이제부터라도 학급생과 똑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

히 소원하고 있었다.

4. 일상생활 경험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여가생활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내용의 일부는 일상생활경험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경험빈도는 총 26

건으로 전체 경험내용 중 6.1% 다. 그들의 일상생활경험은 아무것도 하

기 싫음(4), 매사에 재미를 못 느낌(3), 심심해도 그냥 있음(2)의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9건),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느낌(4), 시간이 지루하고 안가

는 것 같음(3), 다른 사람과 겉도는 느낌(2)의 현실감각 상실(9건), 여가생

활이 유지됨(5),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함(3)의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8

건)로 모두 3개의 주제가 나타났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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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8 >연구 대상자의 생활경험 : 일상생활경험내용 (총26건) 6.1%

       주     제 (경험빈도)       생활경험내용(n=21)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아무 것도 하기 싫음(4)   

            (9건)                매사에 재미를 못 느낌(3)

                                 심심해도 그냥 있음(2)

                                

      현실감각 상실(9)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느낌(4)

                                 시간이 지루하고 안가는 것같음(3)

                                 다른 사람과 겉도는 느낌(2)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    여가생활이 유지됨(5)

             (8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함(3)

                                   

1)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중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9건)은 주로 현

재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은 휴학후 집에서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며 매사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의욕이 없거

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하 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심

해도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사례 2), 낮잠 자요. 심심해서 

자요. 하두 심심하니까 자구 싶어요. 취미는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거

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사례 7)라고 하 다.

또한 아무것도 안해요. 좀 심심할 때 있지만 괜찮아요./ 집에 전화오

면 안 받고 걸지도 않아요. 핸드폰은 있는데 사용은 안해요. 전화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입원한 이후로 책도 안 읽어요. 취미생활이 없으니깐 

할게 없어요. 심심해도 그냥 있어요.(사례 3)라며  아주 일상적인 생활도 

하기 싫어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2) 현실감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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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었

으며 무엇을 해도 시간이 안가는 것 같아 괴롭다고 하 다. 또한 다른 사

람들과 같이 있어도 조화가 안되고 겉도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입원하고 휴학한 뒤로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사

례 2)라며 자신이 퇴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잠만 자고 살만 찌고 그러니깐 아무생각도 

안들고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예요. 음악을 듣거나 TV보고를 봐

도 시간이 별로 안가요.  병때문인지 전보다 시간보내는게 힘들어요.(사

례 9),  보통때 여러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조화가 안되고 나만 

겉도는 느낌이예요. 혼자 있는게 아닌데 혼자인거 같고..(사례 7) 라며 

지남력의 결손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현실감각을 상실하고 있었다. 

3)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상자들은 일상생활경험에서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가 8건 있었다. 그들은 여가생활로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고, 음악, 

수 , 조깅을 하고 화를 보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규칙적

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친구들 만나고 같이 뭔가 하다보면 생활의 리듬이 생기는 것 

같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거 같애요.(사례 5), 저는 친구들 만나면 

주로 미술이 전공이니까 전시회에 가거든요. 그리고 같이 화를 보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엄마하고는 조깅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상쾌하고 하루가 잘 돌아가요.(사례 9)라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균형있는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도움되는 건 아

침에 일찍 일어나는거 그리고 헬쓰장에서 일하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학

교다닐 때는 운동도 별로 못했고 하니까. 그런게 좋은 거 같애요.(사례 

1)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에 따라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적응

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시간이 가거나  말거나 계속 잠만 자고 그랬

거든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시간이 규칙적으로 된 거 같아요.(사례 15)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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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가생활과 아르바

이트를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5. 사회적 역할수행경험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내용은 주로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여가생활경험의 일부 내용이 

주제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역할수행의 경험빈도는 총24건으로 전체 경험

내용 중 5.7% 다. 그들의 사회적 역할수행경험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됨(6), 일이 힘들어서 계속 못함(5)의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11건), 아르

바이트로 자신감이 생김(5),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낌(3)의 자존감 증진

(8건), 아르바이트로 소속감을 느낌(3), 사회에 존재하는 느낌(2)의 사회에 

대한 소속감(5건)의 3개의 주제로 나타났다(표 9). 

<표 9>연구대상자의 생활경험: 사회적 역할수행경험내용(총24건) 5.7%

       주     제 (경험빈도)         생활경험내용(n=21)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됨(6)

                  (11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됨 (5)

                        

      자존감 증진(8건)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김(5)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낌(3)

      (사회에 대한) 소속감(5건)   아르바이트로 소속감을 느낌(3)

                                 사회에 존재하는 느낌(2) 

1) 무력감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과외에서 지루하게 가르치거나, 일 수행

을 잘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잘리는 경험을 하 으며,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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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더라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일이 힘든 것 등으로 인해서 일을 계

속 못하고 중단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무력감(25%)을 느끼고 있었다. 대부

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과외를 하다가 못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대체로 일

자리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한다. 가르쳐도 3개월 정도 되면 다 안 한다

고..안 한다면 할 수 없죠 뭐. 본인이 싫은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가르치는 게 재미없으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안하는 거죠.(사례 

3), 전 과외할 때 별로 어렵게 생각 안했는데 그 애가 별로 재미없어해서 

그런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그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보

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거 같아요. 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

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 뒤로는 아르바이트하기가 겁났어요. (사례 

7), 몇 년전까지는 과외를 했었어요. 어, 수학을 가르쳤는데 서툴어서 

처음에는 뭘해도 화부터 나는 거예요. 얘가 잘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 

애가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그랬는지 그만두게 됐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

구요.(사례 12)라며 과외를 하다가 못하게 됨으로써 마음에 상처가 되고 

무력감을 경험했다. 또한 얼마전에 편의점에서 일 했는데 돈 계산이 안 

맞아갖고 아저씨가 니 월급에서 까겠다고 그러더라구요. 편의점 아저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지켜보겠다 그러고.(사례 17)라며 일을 잘 못

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두

려움을 느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

게 생각하나 의심도 되어서 불편하다고 했으며 아침 9시에 나가야 되고 6

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좌절이 되더라구요

(사례 6)라고 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싫어했다. 싫어요. 예전에 일이

학년땐가 주유소일 해봤어요. 석달 정도 해봤어요. 좋았던 건 없고 덥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던 거 같아요. 다른 일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고개를 가로저음)공장에서 짐 나르는 일도 한 두달 해봤어요. 그

거 나를 때 너무 무겁고 허리 아픈게 힘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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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례 7)라며 힘든 일을 하기 싫어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일을 

계속 못하면서 역할수행에 대해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2) 자존감 증진 

한편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여가생활을 통해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가지며 자존감이 증진되는 경험(18.2%)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아르바이트하면 돈 달란 소리 안해도 되고 내가 돈 벌었다는 것이 

웬지 뿌듯하고 그런 게 좋아요.(사례 5) 요즘은 과외를 하는데 가르치는 

애랑 친해져서 걔가 형이라고 따르니깐 그게 저한테는 좋아요. 보람을 느

끼게 해줘요.(사례 6)라며 자신이 돈을 벌었다는 것과 누군가 자신을 좋

아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 등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되

었다고 했다. 

또한 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가 재미 있어요. 제가 잘 가르치는지는 모

르겠지만  제가 배운걸 다른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잘하는게 있다는게.(사례 15), 휴학하고 사실 좀 불안했어요. 근데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뭐랄까 마음

을 정하게 됐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사례 

17)라며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여가생활에서도 친

구들이랑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잊게되고  정상적이 된 것 같아 행

복하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했다. 즉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술을 

좋아하니까 전공한 걸 잘 한 거 같고 남들보다 취미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도 남들보다 조금은 잘하는 게 있으니깐 자신감이 생겨

요.(사례 12)라고 하여 아르바이트와 함께 여가생활을 통해서도 자신감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3) 소속감

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자존감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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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우동집으로 옮겼는데 주인아저씨가 잘해주시고 나도 어디에 소속되

었다고 느끼니까 집에서 할 일없이 있을 때 보다 훨씬 좋아요.(사례 17)라

며 휴학 후 불안한 상태에 있다가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

게 되어 좋다고 하 다. 또 다른 대상자도 얼마전부터 서빙을 하고 있거

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한 또래라 좋더라구요. 사

회의 한사람이 된 것 같구(사례 21).라며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동료가 

생기고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 다.

6. 정신병 경험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정신병 경험으로 약 먹기 싫

음(11), 정신병을 인정하기 싫음(8)의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21

건), 정신병으로 자신감 상실(11), 병을 앓고부터 의지대로 안됨(5), 결혼의 

장애를 느낌(5), 세상으로부터 낙오된 기분(4), 나의 미래가 암담함(2)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27건), 감정이 좋아지지 않음(5), 병을 앓고부터 

의욕이 없어짐(5), 병을 앓고부터 느낌이 없어짐(4), 병때문에 혼란스러움

(3), 약 먹고부터 생활이 나태해짐(3), 내자신을 잃어버림(2)의 현실로 부

터의 왜곡감(22건), 약물이행의 필요성 절감(6), 이해의 폭이 넓어짐(2)의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8), 알차게 살고 싶음(5), 자신에 대해 새롭

게 알게 됨(4)의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으로 모두 5개의 

주제가 나타났으며 전체 생활경험 내용중에 정신병 경험은 21.9% 다(표 

10). 

1)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에 대한 거부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정신병 경험에서 그들은 정신질환자로서

의 자기인식에 대한 거부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잠이 많아짐(8), 살

이 찜(5), 비참해짐(4), 머리가 맑지 않음(4), 몸에 힘이 없어짐(3)을 이유

로 약을 먹기 싫어했으며 이는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신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약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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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연구 대상자의 생활경험: 정신병 경험내용(총87건) 20.5%

       주    제 (경험빈도)        생활경험 내용(n=21)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   약 먹기 싫음(12)

       인식에 대한 거부(21건)            이유: 잠이 많아짐(9)

                                              살이 찜(5)

                                              비참해짐(4)

                                              머리가 맑지 않음(4)

                                              몸에 힘이 없어짐(3)  

                                 정신병을 인정하기 싫음(9)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자신감 상실(11)

       좌절감(27건)              병을 앓고부터 의지대로 안됨(5)

                                 결혼의 장애를 느낌(5)

                                 세상으로부터 낙오된 기분(4) 

                                 나의 미래가 암담함(2)

             

       (현실로부터의) 왜곡감     감정이 좋아지지 않음(5)

                (22건)           (병을 앓고부터) 의욕이 없어짐(5)

                                 (병을 앓고부터) 느낌이 없어짐(4)  

                                 병 때문에 혼란스러움(3) 

                                 약 먹고부터 생활이 나태해짐(3)

                                 내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2)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이행의 필요성 절감(6)

       긍정적 수용 (8건)         이해의 폭이 넓어짐(2)   

       

       (정신질환자로서의)        알차게 살고 싶음(5)

       새로운 정체감정립(9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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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않고 먹다 말다 그랬으며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며 

먹기 싫어했다. 약 먹는게 별로 좋은건 아닌거 같아요. 약에 의지하는 게 

싫어요. 마음에 병이니까요. 마음이 아픈거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

아요. 약으로 할려니까 약에 의지하니까 언제까지 의지해야 되나 싶어요. 

약을 먹으니깐 살이 쪄요.(사례 5)라며 약에 의지하기 싫고 살이 찐다며 

먹기 싫어했다. 또한 약을 먹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학교에 

가도 거의 자게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었다고 하 다.  또한 전에도 약

을 안 먹었어요. 한달 정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안 먹고 나빠져서 한달 반정도, 2번 

입원했었어요. 약 먹고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쩠어요. 예전에 60몇 킬로

그램이었는데 지금은 74킬로그램이예요. 그것도 약을 안 먹고싶은 이유예

요. 살이 찌니까 둔하고.. (사례 7)  라며 불이행으로 재발을 경험했고 그

래도 살이 찌는 것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싶어했으며 또 다른 대상자도 살

이 너무 많이 찌고 잠만 많이 오고 그래서 약을 안 먹었다고 하 다. 또

한 약 먹고 체중이 5Kg이나 찌더니 3Kg이 더 찌더라구요. 어느 순간에 병

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약을 안 

먹게 돼요.(사례 9)라며 약을 먹음으로써 정신병을 인정하게 되어서 비참

해진다고 하 다.  어떤 남학생은 약을 먹음으로써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요즘은 1시까지 자요. 잠이 많아서 주

체를 못해요. 이래갖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학교도 맨날 

지각이고 아예 못갈 때가 많아요. 약만 먹으면 잠이 쏟아져요. 미치겠어

요.(사례 10)라고 하 다. 

한편 약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서 약 먹는 것

도 제 생활에 큰 도움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

이지도 않고 주위에서 하라니까.. 평생 약 먹고 그러면서..그러면서 살 

수는 없어요.(사례 11)라며 정신병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또한 약

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을 먹지 않은 대상자중에 약을 안 먹고

도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약을 너무 오래먹으니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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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같지 않고 어떻게 될까 불안했어요.(사례 17)라고 말하기도 하 다. 

약 먹기 싫은 이유 중에는 잠이 많이 오거나 살이 찌는 것 외에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머리가 맑지 않아서 괴로워요.(사례 18) 약만 먹으면 몸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 먹기가 싫어요.(사례 20)라며 약 먹기 싫은 

이유를 말했다. 즉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먹기 싫어했고 그 결과 불이행으로 정신병이 재발되고 있었다.   

2) 좌절감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상자들은 정신병 경험에서 좌절감 경험이 27건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자신감을 상실하 거나 병으로 인해 의

지대로 안되고, 정신병으로 결혼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또한 

정신병을 앓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낙오된 기분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고 했다. 

그들은 의지대로 안될 때 좌절이 되며 친구들과 못 어울릴 때 병이 있

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좌절이 된다고 하 다. 별거 아닌데 웬지 전보다 

쉽게 무너지는 거 같애요. 병이 있으니깐 쉽게 쉽게 좌절이 되요.(사례 

16),  퇴원해 갖고 슬럼프가 되게 길었어요.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한마디

로 죽고 싶다. 그만 살자 그랬는데 계속. 병이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되

게 힘들어요. 그런게 빨리 다 떨쳐버리고 싶은데..(사례 5)라고 말했다.

자해를 했어요. 또 언제 그러면 안되는데… 나빠지면 내 자신을 어떻

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든 할려고 하는데 힘들어요.(사례 

5)라며 병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으며 재발로 입원을 하거나 

휴학을 하게 되면 암담해진다고 하 다. 그들은 정신병이 있다는게 믿어

지지 않으며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 다. 병이 재발하면 내가 

병이 있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학교도 휴학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암담

했어요. 내가 이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상태니까 눈물이 나오고...(사례 

9),  또한 남학생의 경우 결혼은 병 때문에 힘들죠. 언제까지나 이병을 숨

길 수.. 친구들한테는 숨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결혼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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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는 부인한테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숨기기 힘들 것 같아요. 약 먹는 

것 때문에..(사례 10)라며 자신의 병 때문에 결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

었고, 여학생의 경우도 자신이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너무 비참해진

다고 했다. 

또한 보통사람들하고 똑같이 못하고 병이 있으면 학교도 못 다니게 되

고 일도 제대로 못 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서 뒤쳐져지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으로부터 낙오되니까 좌절이 돼요.(사례 9)라며 정신병으로 학교를 휴학하

게 되고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세상으로부터 낙오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병이 심해질까봐 겁난다고 하 으며 이제 입원하기는 정말 싫어요. 가족

이 강제로 입원시키니까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례 20)라며 재발되어 정신과에 입원함으로써 

낙오자가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3) 왜곡감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정신병 경험에서 현실로부터의 왜곡감

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현재 휴학중인 한 남학생은 음악을 들

어도 감정이 좋아지지 않으며 재미가 없고 시간이 안 간다고 하 다. 입

원하고 나서 틀려졌어요. 시간이 안가요. 예전에는 TV보고도 안 지루하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TV봐도 별로 재미가 없고 시간이 되게 안

가요.  입원을 하고 나서는 뭘 해도 재미없고 시간이 되게 안가고 그래

요.(사례 7)라며 현실로부터 왜곡되고 있었으며, 매사에 의욕도 없고 누워

만 있고 잠만 자고 그랬어요.(사례 5)라며 정신병으로 인해서 의욕이 없

어짐을 이야기하 다.

또 다른 휴학중인 여학생의 경우도 병나고 부터는 힘든게 있어도 누구

한테 잘 표현도 못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했으며 학교 다닐 때도 상태

가 안 좋아지면 친구를 피하게 되고 의심이 돼서 못 사귀었다고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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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지금 제일 힘든 건 공부가 안되는 거예요. 성질나요. 집중이 안돼

서.. 요즘은 퇴원하고 잠을 많이 자요 남들은 다 바쁘게 사는데 나는 잠

만 자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해요. 옛날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나태해진 거 같애요.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

도 없어지고 한심해진 거 같애요. 내 자신이.(사례 9)라며 재발이 반복되

면서 나태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또한 정신병을 앓음으로써 

상태가 나빠지면 혼란스럽고 생각이 뒤죽 박죽되며 마음이 불안하고 많이 

어두워 진 것 같다며 힘들어하는 대상자들도 있었으며, 병으로 인한  변

화를 전과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좀 다운이 많고 의욕이 없어진 것 같다

고 말하기도 하 다. 그리고 정신병 때문에 자신이 오락가락 하는거 같다

며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

하게 됐다는 사실이 정신과 약으로 조절하니까.. 항상 날 누르는 거 같애

요.(사례 19), 약 먹으니까 몸에 힘이 없어지고 머리도 멍하고 그런거 때

문에 항상 자신이 없고 우울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열심히 살지 

못하니까 열등감도 느끼고.(사례 20)라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

다.

4) 긍정적 수용

한편 정신과 약을 먹고 자신이 좋아졌다고 하거나 정신병을 앓음으로

써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

려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약물이행에 대해 필요성를 절감하고 있었으며  약 먹기전 보다 

지금이 편하며 약을 바꾸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

다. 그들은 3년째 병원 다녀요. 약 먹으면서 증세가 좋아졌어요. 안정감 

있어지고.(사례 14), 약 먹는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약은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L선생님을 만나서 약도 바꾸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공부에 대한 집중

력도 생기고..(사례 12)라고 하 으며, 심지어  환청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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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만 있어요. 실제로 들리지 않아요. 소곤소곤 댄다는 느낌. 혹시 그렇

지 않을까 저 사람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거예요. 아직까지

는 백퍼센트 클리어하지 않아요. 완벽이란게 없겠죠. 완치가 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겠죠.(사례 12)라며 정신과 치

료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 다. 그

리고 이 병을 알면서부터 되게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고 좀.. 좀.. 시야가 넓어지고..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거

의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도 이해 못 했을 거 아니예요. 제가 아팠기 때문

에 다른 종류의 아픈 사람들도 다 이해하게 되더라구요. 사람들을 만날 

때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떤 일을 할 때 최악의 상태까지 예상하

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멀찌감치 다시 보고 다

가서는 그런 면이 생겼어요.(사례 12)라며 정신병을 앓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고 하 다. 

5) 새로운 정체감 정립

  또한 그들은 병이 좌절도 주지만 좋은 경험도 했다며 정신병을 긍정

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신질환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

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런 제가 겪는 걸 안 겪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약간 불안정한 삶을 

살수는 있다고 생각하구요. 반면으로 이런 병이 있으니까 제가 삶을 알차

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사례 5)라며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반

성하면서 알차게 살고 싶어했다. 그리고 좋은 향은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6),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게 옛날에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 잘못된 거 어요.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고 요즘은 하는 일

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거리에서 만나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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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는거 같애요. 어딘가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상태가 좋아지고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 느

낄 때는 상태가 나빠진거 같애요./ 누군가 날보고 그냥 지나치며는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랬고, 제가 너무 비굴했던 거 같애요. 자신감

도 없었고..(사례 17)라며 정신병을 앓으면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

면서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제각기 다양한 생활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모든 생활경험범주에서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

험의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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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총 67문항으로 1점에서 9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총대학생활적응 점수는 67점에서 603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

상자들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246점에서 440점까지 나왔으며 개인별, 일

반적 특성별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다음과 같았다.   

1. 개인별 대학생활적응 정도

개인별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표 11)과 같이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

응, 개인 및 정서적 적응, 대학에의 만족도 등의 4개의 하위척도 점수와 

총 대학생활적응 점수 및 대상자들간의 점수순위로 제시하 다.

연구대상자의 총대학생활적응 점수의 평균값(표준편차)은 334.76(±

47.44)이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상하(1992)의 연구결과인 

310.5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것이었으며, 조수진(2000)의 318.33 보다도 점수

가 높았지만 전체 질문 문항이 본 연구보다 7문항이 적어서 비교가 어려

웠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적 적응의 평균은 75.95(15.71)로 조수진의  

124.54와 황상하의 115.4보다 훨씬 낮게 나와 일반 대학생에 비해서 정신

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적응도 68.14(16.39)로 조수진의 82.57과 황상하의 83.3보다 

낮아 일반대학생에 비해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학업적 적응과 함께 사

회적 적응도 잘 안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나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은 

98.10(±15.83)로 조수진의 64.65보다 훨씬 높게 나왔으나 5문항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에의 만족도 역시 92.57(±16.01)로 

조수진의 78.96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2문항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개인 및 정서적 적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상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송미(1999)의 연구에서 다른 역

보다 학업과 교내생활을 포함한 학교생활적응 역이 가정생활적응이나 

개인생활적응보다 훨씬 문제호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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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1 > 개인별 대학생활적응 정도(점수순위) 

            학업적      사회적    개인정서    대학에의      총대학

             적응        적응       적응       만족도        생활 

대상자       (144)        (135)       (162)       (162)        (603) 

1         94( 2)       61(14)      83(15)      100( 7)     338(12)

2         55(19)       43(20)      78(19)       70(20)     246(21)

3         48(21)       50(19)      100(11)      60(21) 258(19)

4          84( 7)      72( 7)       77(20)      93( 9)      326(14) 

5         93( 3)      89( 2)       111( 4)     79(17)      372( 3)

6         67(15)       71( 9)       82(17)      86(15)      306(16)

7         78(11)       61(14)       108( 6)     102( 6)     349(10) 

8          73(13)      66(13)       119( 2)      92(11)     350( 9)

9         85( 5)       80( 4)       116( 3)     91(12)      372( 3) 

10  63(17)      71( 9)       106( 8)     89(13)      329(13)

11        87( 4)       76( 5)       107( 7)     88(14)      358( 7)

12       110( 1)      112( 1)       110( 5)     108( 4)     440( 1)

   13        77(12)       84( 3)       133( 1)     105( 5)     399( 2)

14        84( 7)       76( 5)       102(10)      99( 8)     361( 6)

15        86( 5)       60(16)        80(18)     127( 1)     353( 8)

16        67(15)       72( 7)        91(14)      75(18)     305(17)

17        82(10)       70(11)        77(20)      93( 9)     322(15)

18        50(20)       36(21)        97(12)      75(18)     258(19)

19        56(18)       59(17)        83(15)      86(15)     284(18)

20        73(13)       54(18)       106( 8)     109( 3)     342(11)

21        83( 9)       68(12)        94(13)     117( 2)     362( 5)

평균      75.95        68.14         98.10       92.57      334.76

(SD)     (15.71)      (16.39)        (15.83)     (16.01)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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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가 개인 및 정서적 적응과 대학에의 만족도보다 학업

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이 일반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중 총대학생활적응 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자는 440

점으로 4개의 하위범주에서도 모두 높은 순위를 보 는데 이 대상자는 일

반적 특성에서 발병연령이 17세로 유병기간이 대상자들중 가장 길었고(92

개월)  현재 전문대에서 편입하여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이었

으며 휴학경험은 1번 있었다. 또한 총대학생활적응 점수가 399점으로 높

게 나온 대상자는 개인 및 정서적 적응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학업

적 적응에서는 77점으로 중간순위를 보 으며 일반적 특성은 발병연령이 

18세로 유병기간이 39개월로 평균 유병기간보다 짧았고 현재 대학교 3학

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이었다. 그 외에도 총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은 대

상자들은 여학생들이었다. 한편 가장 낮은 총대학생활적응 점수는 246점, 

다음이 258점이었는데 이들 중 두 명은 남학생이었고 현재 휴학중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하위척도에서 평균 미만의 점수를 보 으며 한 대상자의 

개인 및 정서적 적응만 100점으로 평균이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학업적 적응

과 사회적 적응을 일반대학생보다 못하고 있었으며, 3학년이상의 여학생

은  대학생활적응을 다른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했고 상위5위까지

는 모두 여학생인 반면,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순위

에 많이 나타났다.    

2. 대학생활적응 하위범주간 상관관계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범주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및 정서적 

적응, 대학에의 만족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Spearman's rho)을 하 다(표 12).

분석결과 대상자의 학업적 적응은 사회적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002),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의 만족도 역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 63 -

나타났다(p<.007)  또한 사회적 적응과 개인 및 정서적 적응도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0) 이상의 결과에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

학생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간에 상관관계

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적응 역에 차이를 보이는 연구대

상자의 대학생활을 도울 때 상관관계가 높은 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표  12 > 대학생활적응 하위범주간 상관관계 (n=21)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적응 대학만족 총대학적응

학업적응 상관계수  1.000          

사회적응 상관계수  .625**  1.000         

개인적응 상관계수  .195     .451*     1.000          

대학만족 상관계수  .570**   .186       .127    1.000          

총대학   상관계수  .764**   .728**     .660**  .638**    1.000     

                                              *p<.05 **p<.01

3.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학생의 성별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먼저 학업적 적응이 

여자 83.50(±16.76), 남자 71.31(±13.65), 사회적 적응은 여자 75.13(±

22.28), 남자 63.85(±10.26) 으며,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이 여자 102.25(±

18.90), 남자 95.54(±13.81), 대학에의 만족도는 여자 99.38(±18.13), 남자 

88.38(±13.62)이었다. 또한 총대학생활적응 점수는 여자 360.2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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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n=21) 

                        성           별           유의수준

                    여자(n=8)     남자(n=13)    (M-W Test)

                     M (SD)       M (SD)   

 

    학업적 적응       83.50 (16.76)     71.31 (13.65)       .076

   사회적 적응       75.13 (22.28)     63.85 (10.26)       .119

   개인정서적응     102.25 (18.90)     95.54 (13.81)       .404

   대학 만족도       99.38 (18.13)     88.38 (13.62)       .168

   총대학생활       360.25 (53.21)    319.08 (37.40)       .022＊

                                                ＊ p< .05

남자 319.08(±37.40)로 여자가 남자보다 4개의 하위범주와 총대학생활적

응 점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총대학생활 점수에서만 순위검

증(Mann-Whitney Test)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단 성별에 따른 나이 

및 유병기간은 각각 유의수준 .853, .46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

학생보다 여학생이 대학생활에 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송미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과는 다른 연구결과 다.

4. 유병기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한편 유병기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유병기간을 기준으로 

50개월 미만과 50개월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

아보고 순위 검증(Mann-Whitney Test)으로 유의수준을 검증하 다(표 

14). 연구대상자의 학업적 적응에서는 50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 77.25(±

13.63)로 50개월 이상의 74.22(±18.87)보다 점수가 높아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 학업적 적응이 잘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508).  사회적 적응에서는   50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 71.92(±10.69)

로 50개월 이상의 63.11(±21.56)보다 점수가 높아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 

사회적 적응이 잘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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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4 > 유병기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n=21) 

           50개월미만(n=12)   50개월이상(n=9)    유의수준

                M (SD)          M (SD)       (M-W Test)

  학업적응          77.25(13.63)     74.22(18.87)       .508

  사회적응          71.92(10.69)     63.11(21.56)       .034＊

  개인적응         101.33(16.01)     93.78(15.39)       .310

  대학만족          88.92(12.84)     97.44(19.16)       .310

  총대학적응       339.42(37.90)    328.56(59.79)       .554

                                                ＊ p< .05

개인 및 정서적 적응도 50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 101.33(±16.01)으로 

50개월 이상의 93.78(±15.39)보다 점수가 높아 유병기간이 짧은 경우 개

인 및 정서적 적응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적응과 마찬가지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310). 반면 대학에의 만족도는 50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 88.92(±12.84)로 50개월 이상의 97.44(±19.16)보다 점수가 낮아 

유병 기간이 긴 경우에 오히려 대학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310)  

이들의 총대학생활적응은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 339.42(±37.90)로 유

병 기간이 긴 328.56(±59.79)보다 높게 나와 대체적으로 대학에의 만족도

를 제외하고는 유병기간이 짧은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적응은 유병 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재학상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재학상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재학중인 학

생과 휴학중인 학생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순위 검증(Mann-Whitney 

Test)으로 유의수준을 검증하 다(표 15). 현재 휴학중인 학생의 경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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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 다. 

연구대상자의 재학상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먼저 학업적 적응

이 재학생 77.21(±73.43), 휴학생 73.43(±16.32)으로 재학생의 학업적 적

응이 약간 높았다. 사회적 적응도 재학생이 69.43(±17.00), 휴학생이 

65.57(±16.07)로 약간 높았다. 또한 대학에의 만족도 역시 재학생 96.93(±

15.22), 휴학생 83.86(±14.80)으로 재학생이 더  높았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휴학생보다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고 대학에의 만족

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은 재학생이 96.50(±15.44), 휴학생 101.29(±

17.34)로 휴학생이 약간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들의 총대학생활적응 점수는 재학생이 340.07(±45.96), 휴학생이 324.14

(±52.21)로 재학생의 적응점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으나 휴학생의 경우 학업적 적응(p< .636)이나 사회적 적

응(p< .636)보다는 대학에의 만족도(p< .149)가 재학생보다 더 많이 낮았

음을 확인하 다.

           < 표  15 > 재학상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n=21) 

              재학생(n=14)    휴학생(n=7)      유의수준

                M (SD)          M (SD)     (M-W Test)

  학업적응          77.21(15.87)     73.43(16.32)       .636

  사회적응          69.43(17.00)     65.57(16.07)       .636

  개인적응          96.50(15.44)    101.29(17.34)       .400

  대학만족          96.93(15.22)     83.86(14.80)       .149

  총대학적응       340.07(45.96)    324.14(52.21)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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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례연구 결과보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자신의 생활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 

8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생활경험과정을 통해서 생활경험유

형을 확인하 다. 그 결과 대학생활 과정중에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대상자와 나빠지고 있는 대상자가 있었으며 또한 재발을 반복하면서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다음은 생활

경험유형별로 각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경험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

의 생활경험과정에 나타난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를 확인하 다. 

1.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사례

현재 치료에 순응하면서 대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8명중 3명

이었으며 그들은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었고 생활경험에서 

가족의 지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

적 수용,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의 공통되는 생활경험 주

제가 나타났다. 다음은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사례의 경험을 그

림으로 제시한 것이다(그림 1).  

                  < 그 림 1 > 생활경험 :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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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 1 :  남자 21세

부모님, 누나와 살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는 원만하 다. 그는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으로 보건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고3때 발

병하 고 재수하던 중 재발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다. 그러나 대학입

학 후에는 재발되지 않고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사회적 적응과 개인 및 정서

적 적응은 낮아 총대학생활적응은 전체 대상자들중 중간 수준이었다. 대

상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없었으나 신앙모임인 

동아리에서 목사님, 선배들, 동기들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학업

수행도 아주 잘하고 있었다. 그는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없고 피해망

상이 있어서 괴로왔으나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피해망상이 줄어들고 잠도 

잘 자게 되었으며, 대학이 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유스럽고 혼자 다닐 수 

있고 간섭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졌다고 하 다. 또한 정신병에 

대한 낙인감을 사회가 만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다. 그는 

정신병에 대한 낙인감 때문에 학교 친구사귀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

지만 동아리에서 동료나 선배들과는 지지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었고  

동아리 모임에서 친 감을 추구하게 되면서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관계에서도 특별한 갈등은 없었으며 발병이후 

부모님과 누나가 자신에 대해 배려를 더 잘해 주시며 부담을 주지 않아서 

오히려 공부하는거나 진로를 생각하는게 편해졌다고 한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를 못 사귀고 이제껏 버텨온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가족과 동아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으며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위안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좌절

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상자가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 경험한 생활경험 주제는 가족의 지

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자존감 증진,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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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수용,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이었다.     

     

2) 사례 6 :  남자 21세

부모님, 누나 2명과 살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컴

퓨터를 전공하고 있었다.  그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전반적으로 고른양

상을 보 는데 대학에의 만족도, 학업적 적응, 개인 정서적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었고 총 대학생활적응은 전체 대상자들중 중하위 수준이었다. 대

상자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으나 전공이 너무 어렵고 적성에도 안 맞아

서 1년전 휴학을 하고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었다. 하지만 약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에도 졸립다며 약을 안 먹기 시작했고, 공부

에 대한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정신병이 재발되어 한 달간 입

원하게 되었고 결국 재수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졸업 후에 학원 

어 강사가 되고 싶어지면서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가 휴학전보다 줄었다고 

한다. 또한 정신과 병동과 낮병원에서 환우들과 편안하고 좋은 인간관계

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정신병에 대한 낙인감이 감소

하고 오히려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

료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게 불편하고 병 때문에 그렇다

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만나지 않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나 작은누나

하고는 원래 관계가 좋은 편이었으며 큰누나하고는 증상이 심할 때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

활을 하고 있으며 재발 이후에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는 대학입학후 

학업과 친구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며 정신과에 입원하

면서 오히려 학업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환우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게 

자신이 좋아지게 된 계기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불안정하고 관계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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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이 있는 것이 주 증상이었으나 면담시에는 아주 안정되어 있었고 

낙천적이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 으며 면담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 다.   

  대상자의 생활경험을 정리해보면 그는 상태가 나빠질 때는 학업의 어려

움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을 경험했었으나, 상태가 좋아지면서는 

가족의 지지, 친 감 추구,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

적 수용,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을 경험하 다. 또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은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3) 사례 12 :  여자 25세

부모님, 남동생과 살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미술을 전공하

고 있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정서적 

적응, 대학에의 만족도 모두 상위수준으로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동생에 대해서

는 학벌 콤플렉스를 느끼지만 일상적인 관계는 좋다고 한다. 아버지는 최

근 2-3년 사이에 학교편입을 의논하면서 관계가 좋아졌으며 평소에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녀는 전문대에 다

닌다는 사실 때문에 주위 친구들에 대해 학벌 콤플렉스를 심하게 느꼈고 

친구들을 잘 못 만나고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강박관념이 많았다고 한

다. 그러던 중 그녀는 미국에 연수를 갔다가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

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신과 약이 맞지 않아서 정신이 혼란스럽

고 계속 잠만 잤다고 한다. 그녀는 주치의가 바뀌고 약도 바뀌면서 정상

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권유로 4년제 대학에 편입시

험을 보게 되었는데 편입에 성공함으로써 큰 성취감을 느꼈고 학벌 콤플

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직도 환청이 남아있긴 

하지만 완치보다는 점점 줄여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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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지금도 정신병의 치료에는 순응은 하고 있지만 정신과 약을 먹으

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늘고 결혼에 장애를 느끼기 때문에 좌절이 된다

고 했다. 하지만 항상 가족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상자의 생활경험을 정리해보면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 으나, 상태가 좋아지면서는 가족의 지지, 학업성취에 대

한 만족,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 자존감 증진, 학업지속의 절실함,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을 경험하 다.

2. 정신병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대상자

사례 연구 대상자 8명중 3명은 대학생활을 하다가 재발이 반복되고 현

재 휴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로 정신병의 상태도 나빠지고 있었다. 그들

은 나빠지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가족과 대화결여,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 친구사귀기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학업수행의 어려움,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은 정신병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사례의 경험을 그림으로 제시

한 것이다(그림 2).  

                  < 그 림 2 > 생활경험 :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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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2 :  남자 27세

시골에서 나이든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형제는 형이 두 명, 결혼한 누

나가 한 명 있었다.  그는 공부 잘하는 형들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끼며 

자랐으며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큰 도움을 못 주었고 결혼한 누나외

에는 관심을 보이는 가족이 없었다. 전공은 정  기계과로 4학년 1학기까

지 다니다가 정신병이 재발되어 현재 휴학중이다. 그는 전체 대상자들중 

대학생활 적응을 가장 못하고 있었는데 특히 사회적 적응이 가장 안되었

다. 그는 시골에서 공고를 나와서 재수하여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

으나 전공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었고, 공고 나온 콤플렉스 때문

에 친구가 없어서 학교다니기 힘들었다고 하 다. 대상자는 졸업후 외국

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유학 자금을 마련하여 국으로 

유학을 갔으나 국에서 평소 좋아한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피해망상이 

심해졌고 다시 재발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시 학교에 복학하 으나 친구도 

없고 수업시간에 집중도 안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재발

하여 휴학하 다.

그는 자취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으나 휴학한 이후에는 부모님만 사시

는 시골집에서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매사에 의욕이 없

어서 복학도 못하고 있다. 그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나에 의해 병

원을 다니고 있으며 약은 스스로 알아서 먹고 있었다.

대상자의 생활경험을 정리해보면 대학입학에 대해 만족감을 경험한 것 

외에는 주로 가족과 접촉부족, 대화결여,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친구사

귀기 어려움, 학업수행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며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2) 사례 3 :  남자 25세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고3때 돌아가셨고 생전에 아버지

와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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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가족으로는 결혼한 누나가 네 명 있었는데 가족들간의 대화나 상호

작용이 거의 없었다. 전공은 물리학과로 대학교 3학년까지 다녔으며 현재

는 휴학중이다. 대상자는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개인 및 정서적 적응에서

만 중간 순위를 보 고 그 외의 하위척도와 총대학생활적응은 하위 수준

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못했었다. 

그는 평소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며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를 사

귀지 못하고 혼자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사귀

기의 어려움, 친구관계로부터 위축, 학업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다니기 힘

들어했다. 그는 게을러서 공부를 안하고 자주 수업도 빠졌으며 학업성적

이 안 좋아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하 으며 고등학교 때와 같이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원했다. 즉 대상자에게는 학업의 어려움 외에도 대학에서

는 누가 옆에서 가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어서 만날 사람도 

없고, 학교에 꼭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대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

는 중요한 이유 다. 그는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졸업할 자신이 없다며 

전공을 바꾸고 싶어했고 공부를 도와줄 동료나 선배가 있었으며 좋겠다고 

했다.  

그는 과외를 하다가 못하게 되기도 하 으며, 휴학이후에 대인관계가 

거의 없이 지내고 있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귀찮아했고 상태가 

나빠져서 자해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까지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정신적

으로 병이 생겼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자신의 인생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

대상자의 생활경험을 정리하면 대학 입학시에는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과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를 경험하 으나, 재발이후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가족과 대화결여,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 친구사귀기 어려움, 

친구관계로부터 퇴행, 학업수행의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학

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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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7 :  남자 24세

부모님, 동생 두 명과 살고 있으며 결혼한 누나가 있다. 평소에 아버지

는 농사일을 나가시거나 외출을 많이 하시는 편이며 어머니도 겪일로 시

부모님 댁에 일하러 가시기 때문에 집을 비우시고, 동생들 둘은 전문대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대부분 늦게 돌아온다고 한다. 대상자는 가족과 

접촉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어머니가 안 계실때는 하루종일 혼자 집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싫고 멀게 느껴져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 대상자

의 대학생활적응정도는 개인정서 적응과 대학에의 만족도는 중상위 수준

이었고,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도 중간 수준으로 전체 대상자들 중 

중간정도의 적응수준을 보 다. 현재 컴퓨터 공학과 3학년까지 다니고 휴

학 중에 있으며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가고 

성적이 잘 안나왔고,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쓸쓸하게 혼자 다니는 게 가

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겨울 방학 때 한 달간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

서 약을 안 먹으면서 기분이 붕 뜨고 잠도 안 자고 혼잣말하고 그래서 가

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되어서 4학년 진급을 못하고 휴학을 하게 

되었다. 휴학 후 그는 의욕이 없고 아무 것도 하기 싫다며 먹고 자고 하

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가면  친하게 지내던 형도 졸업해서 혼

자 다녀야 하고 친구들에게 정신과 다니는 게 알려질까봐  두렵고, 전공

도 너무 어려워서 적응을 못할 것 같다며 복학을 미루고 있다. 그는 미래

가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며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한다.

대상자의 생활경험을 정리해보면 대학교 1학년때 장학금을 받아서 학

업만족을 경험한 것 외에는 재발하고 상태가 나빠지면서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 가족과 접촉 부족,  대화결여, 갈등관계, 친구사귀기 어려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학업수행의 어려움,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정신

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현실로부터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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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감,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을 경험하 다

3. 정신병의 상태가 굴곡을 보이는 사례

사례연구 대상자 8명중 2명은 치료가 유지가 안되고 재발이 반복되면

서  휴학후 복학을 못하고 있는 대학생이 있었으며 그들이 경험한 공통적

인 생활경험은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 친

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정신질환으로 인

한 좌절감이 있었고,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는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생활경험 주제가 있었다. 그 외에 재발에 대한 두려

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은 정신병의 상태가 굴곡을 보이

는 사례의 경험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그림 3).  

                  

   

1) 사례 5 :  여자 22세

 부모님, 오빠, 동생과 살고 있으며 상태가 나쁠 때는 가족과 말을 하

지 않으려고 하고 주로 혼자있는 편이지만 상태가 좋아지면 대화가 많아

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고 하 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는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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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었다. 그녀는 평소 말이 적고 활발하지 못하며 쉽게 포기를 잘하

고 외모나 대인관계, 미래에 대해 자신없어 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전

반적으로 상위수준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잘하 으나 대학에는 만족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문과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에서 종교를 강

요하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를 옮기려고 휴학을 했으며 현재 편입시험 준

비를 하고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초등학교를 다녔는

데 그때부터 친구들을 별로 못 사귀었고 내내 친한 친구가 없었으며 혼자 

지내고 혼자 고민하고 외롭고 그런 것이 점점 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친구를 못 사귄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약간 우울한 성격이었고 

지금도 우울해지면 환청이 들리고 지난 겨울방학 때는 너무 외롭고 우울

해서 자해를 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대상자는 약에 의지하는 게 싫어서 

먹다 말다 하며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생활에서는 전공은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자퇴하고 없을 때 학교에 

오기 싫어서 자주 빠졌다고 하며 친구없이 혼자 학교에 다녀야 했던게 가

장 힘든 경험이었다고 한다. 

대상자의 생활경험을 정리해보면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학교생활

에 대한 의욕 상실,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이 나타났고,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는 

친 감 추구, 자존감 증진,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 가족의 지지, 정신질

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나타났으며,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다.

2) 사례 9 : 여자 22세

부모님, 동생과 살고 있으며 가족간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간에 대화를 잘하지 않는 편이었다. 학교는 경 학

과 2학년까지 다니다가 현재는 휴학중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전체 대

상자들중 대학에의 만족도만 중간 수준이었고 전체적으로 상위수준으로 

재학중에는 대학생활적응을 잘하 고 특히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이 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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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대상자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수행은 잘하 으나 결혼까지 

하기로 한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재발을 반복하면서 학업수행도 어려워

지고 친구가 없어서 혼자 학교를 다니면서 외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재발하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전공을 

바꾸기 위해 휴학을 하게 되었고 휴학후 점점 정신병의 퇴행이 심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자신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으로부

터 소외되고 낙오자가 된 기분이며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잠만 많이 자게 

되고 살이 쪄서 더욱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다시 복학해서 졸업하길 원했으며, 친구들 만나면 소외감도 안 

느끼고 비참한 기분도 줄어들면서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생활경험을 정리해보면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학교생활

에 대한 의욕 상실,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현실로부터의 왜곡감이 나타났고, 상태

가 좋아지는 과정에는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

한 긍정적 수용이 나타났으며,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다.

이상과 같이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거나 나빠지는 과정에 있었으며, 어떤 사례는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과 

나빠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서로 다른 생활경험 유형이 나타났다. 정신분

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중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 나타난 생활경

험 주제로는 가족의 지지,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 학

업성취에 대한 만족, 자존감 증진, 균형있는 생활양식 유지가 있었다. 상

태가 나빠지는 과정에 나타난 생활경험 주제로는 가족과 접촉 부족, 대화

결여, 친구사귀기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친구관계에서의 외

로움, 학업수행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현실로부터의 왜곡감이 있었다. 한

편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은 여러 가지 생활경험 과정에 있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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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었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 3명이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 경

험한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는 가족의 지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었으며, 정신병의 상태가 나빠지

고 있는 대학생 3명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는 가족과 대화결

여,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친구사귀기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

절감, 학업수행의 어려움,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이었다. 

한편 굴곡과정에 있는 대학생 2명의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는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이 있었고, 상

태가 좋아지는 과정에는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있

었다. 또한  굴곡과정을 보이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정신병의 상태가 좋

아지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족의 지지와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태가 지속적으

로 나빠지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경험과 비교했을 때는 가족과 대화결여, 

친구사귀기 어려움, 학업수행의 어려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은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대상자가 경험한 공통적인 생

활경험 주제와 정신병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대상자가 경험한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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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생활경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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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논 의 

1.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경험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 으며, 면접내용을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25개

의 주제가 나타났고 이는 가족관계 경험, 친구관계 경험, 학교생활 경험, 

일상생활 경험,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 정신병 경험의 6가지 생활경험으로 

범주화되었다.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이론적으로 가족내의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상자들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접촉부족, 대

화 결여, 갈등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가족원으로부터 지지

를 받고 있거나 발병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대상자들은 가족과의 관계 경험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

는데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

지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TorgalsbΦen와 Rund(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과의 대화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신병을 

숨기고 싶거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사귀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친구

관계로부터 퇴행을 경험하고 있었다. 일부 대상자들은 대학생활 도중 재

발되어 휴학을 하게되고 휴학이후 아무 하는 일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

점 사회로부터 퇴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친구관계로부터 스스로 위축되

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일부 대상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고립감을 느꼈으나 지금은 친구를 사귀면서 병을 이해받고 친구

관계의 편안함을 경험하 고, 친 감을 추구하며 청년기의 발달기적 특성

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발달기적으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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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거나 친 감을 경험하는 것이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교생활의 지속여부는 결국 질병과정에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학업이 너무 어렵거나 의욕이 없고, 학교친구로부

터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그 이유 다.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

은 주로 컴퓨터 공학이나 물리학 등의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으

며, 학업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전공이 적성에 맞고 쉬

우며,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줄어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한 학생들이

었다.  이것은 Arkoff(1968)가 대학생활의 적응여부를 학업적 성취수준과 

개인적 성장에 따라 평가한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었으며, 이제까지 밝

혀진 대학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중 부모의 애착이나 가족관계

에서 보다 구체적인 경험으로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이들의 대학생

활경험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

학생의 경우 전공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대학생활 적응 요인이 되고 있었

다.  

한편 정신병의 재발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게 되는 것은 대상자들

의  학업수행의 어려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학업

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학하면 나이가 안 맞아 친구와 못 어울리고 고립

감을 경험하 다. 김은경(2002)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

수나 군복무 등으로 인해서 동료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대학생활 경험

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가 경험하는 고립감은 이들의 질병특성상 보

다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학사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생활에 의욕이 없어져서 적응을 못하고 휴학을 하거나, 재발과 

상관없이 휴학을 한 학생들은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소수 있기

는 했으나 주로 학업수행이나 친구사귀기가 어렵고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

에 휴학을 한다고 하 다. 따라서 대학진학에 앞서 대학능력 평가나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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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고려되어 대학과정이 그들에게 좌절과 사회로부터의 철회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고, 대학입학 후에도 대학생활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하

여 학업수행과 원만한 친구관계를 도와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

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의 생활경험중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정신질환으

로 인한 좌절감, 현실로부터의 왜곡감과 같은 정신병 경험은 그들에게 가

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따라서 청년기 특성이 고려된 질병관리에 대

한 교육과 또래지지모임 등을 통해서 정신병에 대한 낙인감을 줄이고 지

지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대

상자의 정신병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수

용을 도움으로써 정신질환을 앓는 삶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자기정체감 정립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나 여가생활을 통해서 자존감의 증진

이나 균형있는 생활양식의 유지를 경험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여가생활을 못하면서 일상에 대한 흥미

와 현실감각을 상실하기도 하 다. 이는 최지욱(1997)이 정신분열병 환자

의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에서 그들의 일에 대한 동기정도가 생활의 규칙

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정도이고 하루중 절반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 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가생활이 없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일상에 대한 흥미와 현실감각을 더욱 상실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경험과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은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주

로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는 자존감의 증진이나 균형있는 생활양식의 유

지를 경험하고 있었고,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면서 역할수행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거나 일상에 대한 흥미와 현실감각

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TorgalsbΦen와 Rund(1998)의 정신분열

병의 회복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불구와 직업수행의 실패가 정신사회적 기

능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본 연구 대상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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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수행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일상에 대한 흥미와 현실감각의 상실

을 경험하는 것이 치료과정에 중요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일을 참고 견디거나 규

칙적인 생활을 힘들어했으며, 자발적으로 일을 찾는다든지, 지속적으로 일

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 다. 따라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찾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줌으로써 

균형있는 생활양식을 유지시키고 자존감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일

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현실감각를 잃지 않도록 여가활동을 마련해주고 지

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

정적인 경험이 훨씬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취약

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서 8명의 대상자들의 생활경험 과정을 분석한 결

과 세가지의 생활경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과정중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대상자와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대상자가 있었으며 또한 재발을 반복하면서 상태가 좋아졌

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에 경험하는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는 가족의 지지, 학업성취에 대

한 만족,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이 있었다. 즉 이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에서 전공

이 쉬워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거나, 적성에 맞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험을 하 다. 또한 

동아리, 환우,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병을 이해받음으로 편안함을 경

험하 고,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

체감의 정립을 경험하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 반면 이들이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 나타난 생활경험 주제는 가족과 접촉 부족, 대화결여, 친

구사귀기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학

업수행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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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현실로부터의 왜곡감이 있었다.  이들은 가

족의 지지체계가 결여되었고, 전공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 있었다. 특히 친구없이 외롭게 학교를 다녔던 경험은 이들에게 아

주 힘든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성인초기

의 발달과제인 친 감보다는 고립감을 경험함으로써 발달위기에 놓여있었

고(신명희 외, 1998) 이는 질병의 과정과 삶 전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

며 성잘발달에 심각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경험 과정에 공통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

한 좌절감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이 정신병으로 인

해 쉽게 좌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함이 정신병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Wykes & Carson(1996)은 정신분열병 환자가 만

성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루어줌으로써 이들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 는데,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 

경험중 재발과정에 경험한  학사경고나 이성으로부터의 거절과 같은 생활

사건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시기 적절하게 다루어줌으로써 이들의 재발

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TorgalsbΦen와 Rund(1998)는 10년간의 추적연구로 정신분열

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회복요인을 보호적 요소, 대상과의 애

착능력, 지지적 가족으로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상태가 좋아

지고 있는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친구관계에서 병을 이

해 받음으로  편안함을 경험한 것과 가족관계에서의 지지 경험이 유사한 

결과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호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외의  

공통적인 생활경험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이 나타났다. 이

중에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은 이들이 좋아지는 과정에 중요한 향을 미

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가족의 지지와 이해받는 편안한 친구 관계를 

경험하고 정신질환을 수용한 새로운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도우며, 학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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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잘하도록 지지함으로써 정신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본

다.  

그 외에도 굴곡과정을 보이는 대상자는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는 대

상자의 생활경험중 가족의 지지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경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들이 상태가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와, 굴곡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경험중 가족과 대화결여, 친구사귀기 어려움, 학업수행의 어

려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이들이 계속 나빠지지 

않고 다시 상태가 좋아지는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부정적인 생활경험을 

아주 많이 하는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하고, 상태가 나빠지는 대상자

의 생활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족과 대화결여,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친구사귀기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학업수행의 어

려움,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그리고 상태가 좋아

지는 대상자의 생활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족의 지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의 생활경험과 모든 사례연구 대상자에게서 나타난 정

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을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을 위한 중재프로그

램에 반 하여 이들의 정신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태가 좋아지는 대상자의 생활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중에 

가족의 지지를 위해서는 정신분열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발달기적으로도 

변화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가족에 대해 적응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 가족

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가족치료(김소야자 외, 2000)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한다. 예를 들면 이미 임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모임을 일반 

정신질환자 그룹이 아닌 비슷한 처지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서로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동질그룹으로 구성하여 운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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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 감 추구는 대상자의 중요한 발달과제로 임상과 학교차원에서 모

두 가능하다고 보며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임상에서의 자조그룹이나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에 반 하여 친 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과 학교와의 연계가 가능해진다면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

려움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진학시 전공선택을 전문가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학 후에도 학업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체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입생의 경

우 개인적 격려와 진로상담, 수강신청이나 기타 학사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김은경, 2002),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개별화 프로그램을 통한 심화학습을 제공하거나 외국

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동료 상담자를 연결해주는 프

로그램 등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과정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새로운 정체감

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는 청년기의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치료

자의 자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의 긍정적인 경험을 간접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의 결과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

응을 일반 대학생보다 못하고 있었으며, 3학년 이상의 여학생은  대학생

활적응을 다른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했고 상위5위까지는 모두 여

학생인 반면,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순위에 많이 나

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비교한 결과 여

자가 남자보다 4개의 하위범주와 총대학생활적응 점수에서 모두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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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나타냈으며 총대학생활 점수에서는 순위검증(Mann-Whitney Test)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학생활에 보다 적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유병기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총대학생활적응은 유병기간이 짧은 경우 339.42(37.90)로 유병기간이 긴 

328.56(59.79)보다 높게 나와 대체적으로 대학에의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유병기간이 짧은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적응은 유병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유병기

간이 긴 학생의 경우 사회적 적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학상태별로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해본 결과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학생의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휴학생

의 경우 학업적 적응(p< .636)이나 사회적 적응(p< .636)보다는 대학에의 

만족도(p< .149)가 재학생보다 더 많이 낮았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휴학

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범주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정신분열병을 가

진 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간에 상관

관계(p<.002)가 가장 많았고, 학업적 적응과 대학만족(p<.007), 사회적 적

응과 개인 및 정서적 적응(p<.040)순으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

활적응 양상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두 개의 적응 역이 편중된 양상에서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의 만족도가 다른 두 역에 비해서 높거나 낮게 나

타났거나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이 다른 두 역보다 낮거나 높게 나

타난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학생활적응 양상을 고려해서 학사지도와 

상담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생활적응 척도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및 정서

적 적응, 대학에의 만족도 등의 4개의 하위척도에 대해 양상을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의 취약한 역과 적응을 잘하고 있는 역을 확인하는데는 

유용하 으나 각 하위범주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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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학업이나 친구관계 등의 대학생활의 어려

움을 일부 확인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정신분열병이 있는 대상자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밝히는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것은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그들의 생활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로부터의 퇴행이나 정신병의 재발로 휴학을 하게 되는 것 등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서 정신병의 과정, 발달과업의 지체 

등으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미있고 뚜렷한 교육 목표를 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Engle, 1987).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학교생활의 어려

움과 정신병의 재발 등으로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목표가 없

어서 학교생활에 대해 의욕상실을 경험했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점을 합리

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학업수행능력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Gerdes & Mallinckrodt, 1994).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망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

식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할  비율이 높음에 대해 시사한 연구도 

있었다(Mallinckrodt, 1992). 그리고 조수진(2000)은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

생활적응의 중요한 변수가 됨을 보고하기도 하 다. 

그러나 정신분열병은 사회적으로 낙인감을 가지게 되는 질환으로 사회

적인 지지망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청소년 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부

모로부터의 독립과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부모와 갈등적 

관계나 의존적 관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에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친구관계 경험, 학교생활 경험, 일상생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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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

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친구관계 경험, 대학생활 경험, 정신병 경험 등 그들 고유

의 생활경험들을 반 한 대학생활적응 척도가 필요하며, 결과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의 하위척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연구의 의의 

간호는 건강과 안녕의 변화를 통한 인간되어감의 과정과 경험에 관심

을 가지는 학문으로, 본 연구자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을 환자가 아

닌 안녕의 변화를 경험하는 대상으로 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그들의 생

활경험을 탐구하 으며, 다음은 본 연구의 간호이론과 연구, 간호교육, 간

호실무에서의 의의에 관해 논하 다.

먼저 간호이론과 연구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의 생활 역, 대학생활에 

관한 기존의 문헌과 생활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정신분열병을 가

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을 하나의 새로운 간호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 고, 본 연구가 이들의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개발과 생활경험을 반 한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

공함으로써 간호의 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또한 간호교육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정신간호학과 임상분야에서 

그 동안 미비하게 다루어왔던 정신분열병 대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자료와 임상지침서를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



- 90 -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통해서 성장발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간호실무에 있어서도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을 질

병을 가진 환자로서가 아닌 일생의 중요한 발달기에 있는 많은 변화가 요

구되는 한 청년으로서 일반 정신질환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들을 위한 간호목표와 중재방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여할 

것이다. 특히 생활경험 과정에 나타난 이들의 생활경험 주제는 정신분열

병을 가진 대학생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회복을 돕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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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과  이들의 생활에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활의 적응을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와 

생활경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실시되었다. 서울 Y대학병원

과 경기도 A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외래에서 치료

를 받고 있는 대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체 자료수집기간

은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내용분석법과 기술

적 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1.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

 본 연구에서는 생활경험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 으며, 면접자료

는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25개의 주제가 나타났고 이는 6개의 생활

경험으로 범주화되었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가족관계 경험 범주에서는 전

체 21명중 대화결여가 12명으로 가장 많이 경험되고 있었고 접촉부족 9

명, 지지 9명, 갈등관계는 8명이 경험하고 있었다. 친구관계 경험 범주에

서는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이 12명으로 가장 많이 경험되고 있었고, 친

구사귀기 어려움 11명, 친구관계로부터의 퇴행이 10명이었으며, 친 감 추

구를 경험하는 대상자가 9명, 친구관계의 편안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7명

이었다. 학교생활경험 범주에서는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12명, 동료로부터의 고립감 9명, 학업지속의 절실함 8명,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이 6명이었다. 그리고 일상생활경험 범주에서는 균형있는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8명이었고,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 7명, 현실감각 상실 5

명 순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 범주에서는 역할수행

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존감 증진 

6명,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3명 순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정신병 경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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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는 정신질환자로서의 인식거부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을 각각 

12명이나 경험하고 있었고, 현실로부터의 왜곡감도 7명이나 경험하고 있

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8명, 정신

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5명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또한 경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총 424건의 생활경험빈도가 나타났

다. 전체 생활경험중 학교생활경험의 빈도가 23.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가족관계경험 22.2%, 친구관계경험 21.9%, 정신병 경험 20.5% 순이었으

며, 일상생활경험과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은 각각  6.1%와 5.7%로 적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전체 생활경험중 가족관계 경험에서는 대화 결

여(40건)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다음이 갈등관계(23건), 지지(19

건), 접촉 부족(12건)순이었다. 친구관계 경험에서는 외로움(27건)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친구사귀기 어려움(22건), 친구관계로부터 퇴행(19건), 친

감 추구(17건), 친구관계의 편안함(8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경험에서는 학업수행의 어려움(46건)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다음으로 학

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23건), 동료로부터의 고립감(12건), 학업성취에 대

한 만족(10건), 학업지속의 절실함(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

활 경험에서는 일상에 대한 흥미상실(9건), 현실감각의 상실(9건), 균형있

는 생활양식 유지(8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역할수행 경험에서는 역

할수행에 대한 무력감(11건), 자존감 증진(8건), 사회원으로의 소속감(5건)

순으로 경험의 빈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병 경험에서는 정신질

환으로 인한 좌절감(27건)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현실로부터의 왜

곡감(22건),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에 대한 거부(21건)순으로 나타났

으며,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 정립(9건)과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

적 수용(8건)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이 323

건(76.4%)으로 긍정적인 경험 101(23.6%)보다 훨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모든 역에서 정신병과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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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특성 및 욕구가 맥락을 이루며 경험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신병으

로 인해 가족관계부터 아르바이트나 여가생활까지 삶 전체가 부정적인 

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업수행이나 친

구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8명의 사례로부터 확인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의 생활경

험 유형은 대학생활 과정중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대상자와 상태가 나

빠지고 있는 대상자가 있었으며 또한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

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이들 중 정신병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3명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가족의 지지,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 학업성취에 대

한 만족을 경험하 는데 이들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해하며 학업을 잘하고 

있거나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이 특징이었다. 즉 전공이 쉬워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거나 적성에 맞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험을 하 다. 또한 이들은 이성친

구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고, 동아리, 환우, 학교 친구

들과의 관계에서 병을 이해 받음으로써 관계의 편안함을 경험했다. 그리

고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정신질환자로서의 새로운 정체감을 

정립하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 

반면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 있는 3명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가족과 

대화결여,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 친구사귀기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 학업수행의 어려움,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일상에 대한 흥

미상실을 경험하 다. 즉 이들은 가족과의 대화가 결여되고, ,학교생활에 

의욕이 없으며, 전공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

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 다.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흥

미를 상실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점점 정신

병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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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굴곡과정에 있는 대학생 2명의 공통적인 생활경험 주제는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 

정신질환자로서의 자기인식 거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이 있었고, 상

태가 좋아지는 과정에는 친 감 추구,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있

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경험 유형에 있는 모든 사례연구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대학병원 정신과 외래를 다니고 있는 정신분

열병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이용하여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들은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의 정도가 일반대학생보다 낮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범주간 상관관

계 분석에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간에 상관관계(p<.002)가 가장 많았고, 학업적 적응과 

대학만족(p<.007), 사회적 적응과 개인 및 정서적 적응(p<.040)순으로 상

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4개의 하위

범주와 총대학생활적응 점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총대학생

활 점수에서는 순위검증(Mann-Whitney Test)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유병기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에서는 대학에의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유병기간이 짧은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적응은 유병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재학상태별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을 제외하

고는 모두 재학생의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은 정신분열병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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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적 특성 및 욕구가 맥락을 이루며 대부분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경험

되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방안으로써 정신병

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정체감을 정립하고 친 감을 경험하게 하

며, 학교생활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함으로써  

이들이 정신병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가도록 도울 수 있

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회복과정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결과로 나온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 유형  

     에서 나타난 공통된 생활경험 주제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  

     구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생활경험을 면접함으로써 기  

     억의 오류나 상실에 대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생활경험을 파악해볼 것을 제언한다.

3.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적합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개발하고 다수  

     의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관련변인을 찾고 결과를 일반화 할 것을  

     제언한다.

4.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대학생활적  

     응력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평가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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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대학생활적응 척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지 입니다.

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여름

                                           연구자 성 경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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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항들은 대학생활에서 겪게되는 여러가지 경험에 관한 것들입니

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최근 당신의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고

려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보통이다(5)----매우 그렇다(9)중 하나를 

선택하여 번호에 O표를 하여 주십시오.

                                    전  혀      보 통      매 우 

                                 그렇지 않다    이 다      그렇다

1.나는 대학내에서의 환경에 잘 맞는 것   1  2  3  4  5  6  7  8  9

  같다.

2.근래에 나는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  1  2  3  4  5  6  7  8  9

  있다.

3.나는 지금까지 학업을 잘해 나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5.나는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8  9  

7.최근에 나는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1  2  3  4  5  6  7  8  9

8.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서클 등)에 

  잘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9.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나는 시험기간 중에는 잘 지내지 못한다1  2  3  4  5  6  7  8  9  

11.나는 근래에 피곤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7  8  9

12.홀로 선다는 것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1  2  3  4  5  6  7  8  9  

13.나는 지금의 학업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1  2  3  4  5  6  7  8  9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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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나는 교수님과 비공식적,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5.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6.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17.나는 학과공부에서 해야 될 만큼 열심히

   하고있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18.나는 대학에서 몇 몇 가까운 대인관계적 

   유대를 맺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9.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1  2  3  4  5  6  7  8  9

20.나는 최근에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8  9

21.사실 나는 해야 되는 공부를 충분히  

   해낼 만큼 똑똑하지는 못하다.         1  2  3  4  5  6  7  8  9 

22.집이 그리운 것이 지금 나의 어려움 중 

    하나다.                             1  2  3  4  5  6  7  8  9

23.학사 학위를 따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8  9

24.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1  2  3  4  5  6  7  8  9

25.나는 공부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있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26.나는 기숙사(하숙,자취 등)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27.나는 수업의 일부인 레포트(보고서) 

   쓰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7  8  9

28.나는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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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최근에 사실 나는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30.나는 대학에서 하고있는 과외 활동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31.나는 최근 학교상담소나 교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 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1  2  3  4  5  6  7  8  9

32.나는 근래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33.나는 같은 학급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 1  2  3  4  5  6  7  8  9

34.나는 다른 대학으로 갔으면 한다.       1  2  3  4  5  6  7  8  9

35.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다

   (혹은 늘었다).                        1  2  3  4  5  6  7  8  9

36.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의 수와 

   종류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37.나는 대학에서 잘 어울려 지낼 만큼 대인관계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38.나는 최근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1  2  3  4  5  6  7  8  9

39.최근 나는 공부를 하려할 때 주의집중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6  7  8  9

40.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2  3  4  5  6  7  8  9

41.나는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한다.                              1  2  3  4  5  6  7  8  9 

42.나는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43.나는 대학에서 듣고있는 강의의 질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44.나는 강의에 어김없이 출석한다.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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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때때로 생각이 쉽게 뒤죽박죽 된다     1  2  3  4  5  6  7  8  9

46.내가 대학내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서클 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47.나는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다.                        1  2  3  4  5  6  7  8  9

48.나는 이성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지 

    못하다.                             1  2  3  4  5  6  7  8  9

49.나는 대학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                          1  2  3  4  5  6  7  8  9

50.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6  7  8  9

51.나는 최근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1  2  3  4  5  6  7  8  9

52.나는 공부를 시작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7  8  9

53.나는 대학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54.나는 이번 학기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55.요즈음 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56.못마땅하게도 나는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57.이모저모로 볼 때, 대학에서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1  2  3  4  5  6  7  8  9

58.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대학에서의 

   학과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1  2  3  4  5  6  7  8  9

59.최근에 나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0.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1.나는 휴학을 했다가 후에 공부를 마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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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2.나는 지금 듣고 있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7  8  9

63.나는 어떤 문제이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몇 있다.                          1  2  3  4  5  6  7  8  9

64.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5.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6.나는 대학에서의 내 학업상태에 대해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67.나는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닥칠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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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Lif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ith Schizophrenia 

                                          

                                      Kyungmi S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lif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ith schizophrenia, to evaluate their adjustment of college life.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in-depth interviews,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cas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to November, 

2002 at two university hospitals. The participants were 21 college students 

with schizophrenia. 

Content analysis revealed twenty five themes and six categories. Six 

categories and respective themes are as follows : interaction experience 

with family(contact deficiency, verbal interaction deficiency, conflict, 

support), interaction experience with friends(loneliness, difficulty making 

friends, withdrawal from friends, comfortable feeling with friends, seeking 

intimacy), experience of school life (difficulty with academic performance, 

motivation loss of school life, feeling of isolation, satisfaction with academic 

performance, urgent need for  continuing academic performance), experience 

of everyday life (loss of interests, loss of feeling of reality, keeping 

balanced life style), experience of social role performance (powerlessness, 

enhancing self-esteem, sense of belonging as a social memb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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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a mental illness (denial of self-recognition as a mental illness 

patient, despair due to mental illness, feeling of deterioration, accepting a 

mental illness, attaining new identity as a mental illness patient). 

Most participants reported more negative life  experiences than positive 

ones. Most of them frequently reported difficulties were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in making friend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with eight participants are as follows: 

They showed three life experience patterns during the course of college 

life. These patterns were the recovering course, deteriorating course, and 

fluctuating course. Three participants in the recovering course encountered 

the common themes of family support, seeking intimacy, satisfaction with 

academic performance, accepting a mental illness, and attaining new 

identity as a mental illness patient.  Three participants in the deteriorating 

course encountered the common themes of verbal interaction deficiency, 

difficulty making friends, loneliness, difficulty with academic performance, 

motivation loss of  school life, loss of interests, and despair due to mental 

illness. Two participants in the  fluctuating course encountered the common 

themes of motivation loss of school life, loneliness, denial of 

self-recognition as a mental illness patient, and despair due to mental 

illness during deteriorating course, but they also encountered the common 

themes of seeking intimacy, positively accepting mental illness during the 

recovering course.

 And all  of the case study participants reported the common theme of 

despair due to mental illness.

On the subscales for college adjustment, there was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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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djustment and social adjustment(p<002), 

academic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f college(p<.007), and social 

adjustment and individual adjustment(p<.040).  

On the total score for college adjustment, the scores for academic 

adjustment and social adjustment were lower than general students. On 

degree adjustment to college, women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men. In the area of social adjustment, students who had the disease for 

less than fifty month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students who 

had the disease for longer than fifty months.  

In conclusion, throughout most of their lives the students in this study 

have met negativeness in both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need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expanding basic knowledge about college 

students with schizophrenia. It supports the need for intervention programs 

that meet their actual experience according to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needs. Th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who were in the recovery 

course are especially relevant to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Key words : schizophrenia, college students, life experience, 

             college adjustment, life experienc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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