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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경 희

본 연구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합

적으로 탐색하고,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교육참여는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자, 정신장애인이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여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중

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발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

하거나 다시 교육의 기회를 얻더라도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시

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회복 관점을 바탕으로, 정신의학

적 증상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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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를 중재 요인으로 설정하여 이

러한 요인들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기 정

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은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

째,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

하는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기 정신장애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스트레스 요인

의 주효과, 중재 요인의 주효과,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가

설을 검증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

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의학적 증상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지각된 사

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교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

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의 조절 효과 양상은 정

신의학적 증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의

학적 증상 수준이 높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참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이 낮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

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의 수준에 따라 교육참여의 확률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각된 지원체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참

여 확률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생에 대한 희망이 높을수록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확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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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의 경과

에 대한 희망 요인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절 효과는 가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정신의학적 증상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 수준에 따

라 교육참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

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의 조절 효과 양상이 정신의학

적 증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회복 관점에서 강조하는 인생에 대한 희망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

참여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지원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 둘째, 인생

에 대한 희망감을 높여주는 개입을 활용하는 것, 셋째, 교육지원 과정에

서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

째, 충분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 둘째, 교육참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 셋째, 인지적 차원의 개념만을 조절변

수로 설정한 점, 넷째, 횡단적 연구로 교육참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한계는 충분한 수와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 다양한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의 투입, 종단적 혹은 질적인 방

법의 활용 등을 통해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청년기 정신장애인, 교육참여 관련 요인, 내적 자원, 외적 자

원, 정신의학적 증상, 조절 효과, 회복

학 번 : 2017-2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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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의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청

년기는 생애 주기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전체적 삶의 양식(life style)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강상경, 2018: p. 450).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청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생애

주기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며, 새로운 발달단계로 주목받고 있다(김선애,

2014; 김은정, 2014; 장휘숙, 2009; Arnett, 2000; Arnett, 2007; Arnett &

Tauber, 1994). 한국 사회에서는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 부모에의 경제

적 종속의 지속, 결혼의 지연과 저출산 등의 현상(이병희 외, 2010)이 확

대되면서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

년들의 성인기 이행 지체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정서

적·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이병희 외, 2010),

경제·사회적 불안요소가 청년들의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김은정, 2014)는 점에서, 청년기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

로 인식되고 있다(곽금주, 2010; 김기헌 외, 2017; 김은정, 2014; 이병희

외, 2010; Arnett, 2007; Arnett & Tauber, 1994). 따라서 청년들의 안정

적인 성인기 이행 과정을 돕는 것은 이후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

라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청

년기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청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

적, 학술적 관심이 요구된다. 정신건강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6)에 따

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3조원으로 추정되며,

연령이 낮을수록, 질환이 만성화될수록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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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그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수행해야 할 발

달과업을 무난히 수행해야만 성인기의 새로운 도전들을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정옥분, 2015: p. 25).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들은 발병

으로 인해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오히려 사회적으

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시작

은 전형적으로 청소년 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발생하여 발달과업을 수

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와해시킨다(홍현숙 외, 2006). 따라서 청년기 정신

장애인은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장

애로 인해 가중된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청년

기 정신장애인이 마주하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당면

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발달

과업 성취에 초점을 맞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

다.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성취는 삶의 회복을 도와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성인기로의 이행을 안정적으로 도울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발달과업 성취에 주목하는 또 다

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흐름이 청년과 정

신장애인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정

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적 관점을 벗어나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관계부처 합동, 2020; 보건복지부,

2020).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에 의하면,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청년들

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정부에서도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생활·참여 등

청년 삶 전반으로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의

필요성은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정신건강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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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0)에서 제시하는 정책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제고, 둘째,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셋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넷째, 조기 집중치료로 만성

화 방지, 다섯째,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여섯째, 정신질환

자 인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사업의 비전을 토대로 앞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중

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들을 알 수 있다. 먼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국민들의 서비스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조하는 경향성은 정신질환이 만성화되기 전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당사자

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는 의료적 관점에서의 치료 및 재활을

넘어서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회복을 돕는 심리·사회적 개입이 중요해지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1). 이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 교육, 주거,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발달과업 중 교육참여에 초점을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평생교육지원), 제36조(문화·예술·여

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제 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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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장애가 10대나 20대에 주로 발병하므로 청년

기 정신장애인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가지더라도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을 경험할 수 있다(김상희, 2010a; 김정진, 2004; 성경미, 2003; 안성희,

2017; 최희철 외, 2008; Braxton, 2019; Collins et al., 1999; Megivern et

al., 2003; Weiner & Wiener, 1996). 그렇기에 교육참여를 위한 지원서비

스는 정신사회재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정신장애

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현장에의 진입 혹은 재진입과 학업유지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상희, 2010b; 김정진, 2004,

최희철 외, 2008; Collins et al., 1999; Dougherty et al., 1996;

Lieberman et al., 1993; Mowbray et al., 1999). 더욱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육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신건강증

진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다체계 간의 조정이 요구될 수 있어 사회

복지 분야에서 개입하는 것의 강점이 있을 것이다(Mowbray et al.,

1999).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

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연구한 Taylor(1986)는 지역사회통합은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생활을 영

위하고 학교, 직장 등에 함께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회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여성, 노인, 빈민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

히 높다(신유리 & 김은경, 2011). 그중에서도 심한 정신질환을 가진 청

년들의 낮은 고용 수준, 지지체계 부족,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심각한 수

준이다(Unger et al., 1991). 따라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학교 및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발달단계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여 의미 있

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하며 사회에 포함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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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역에서는 교육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미 관련

법과 제도를 토대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근거를 확충하고 있다. 「장

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에서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

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지원 활성화 방안(교육부, 2020)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지

원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장애인과의 학력 격차

가 크고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생애주기별 장

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뿐만 아니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 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교육)에서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차별금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제5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

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교육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정신장애인이 필

요로 하는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표면화되고 있지 않으며, 이

에 관한 선행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김기룡, 2016; 최희철 외, 2008). 한

편,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신장애인의 고용 및

주거와 관련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 서비스는 지

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정신재활시설에서

필수사업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김용탁 & 심진예, 2016;

이근희, 2016; 최희철, 2015). 주거지원 또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움

직임이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으

며(홍선미 외, 2013), 최근에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의 개념으로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형태를 벗어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

원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 이렇듯 지역사회통합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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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고용, 주거 정책까지 마련되고 있는 때에 사회적 계층 상승의 합

리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자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교육(김선애, 2014: p. 240)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고용, 주거

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지원 서비

스 확대와 공식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원교육(Supported Education)이 정

신질환을 가진 청년들의 교육기회의 확대와 학업유지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Collins et al., 1999; Dougherty et al.,

1996; Lieberman et al., 1993; Mowbray et al., 1999; Unger et al., 1991).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정신장애인의 지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의 지

원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한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었고(김상희,

2010a; 김정진, 2004; 최희철 외, 2008), 이를 통해 국내에 교육지원 서비

스를 도입하기 위한 지원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신

질환을 가진 대학생의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고(성경미, 2003; 안성희, 2017),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인의

지원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욕구조사(김상희, 2010b)를 실시하였으며, 일

부 정신재활시설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

루기도 하였다(최희철 외, 2008).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기 정신장

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성과가 입증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실제적인 서비스 구축 및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특히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학업에 진입하거나 중단되었던 학

업을 재개한 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을 탐색

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나 교육참여

2) 박종언(2019. 04. 23.)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주택·지원주택 운영 나섰다”. 마인드포

스트.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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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나,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사회참

여, 회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강석임 & 이용표, 2013; 김나라 외, 2005; 김시내, 2004; 민소영,

2009; 박병선 외; 박선영, 2008; 박정임, 2018; 이현지 & 김민수, 2018; 정

선혜 외, 2008; 지륜진, 2001; 최윤정 & 최송식, 2007; 하경희, 2019). 이

러한 개념들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신장애인

의 사회통합, 사회참여, 회복,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영향요인

을 교육참여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참여를 돕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사회적응, 회복, 삶의 질’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 도구

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사회참여 여부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회복의 결

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중증·만성 정신장애인을 위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

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나 회복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사회재활 영역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실천적 시도와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던 교육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논

의를 확장하기 위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한다. 연구모형 설정을 위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

정을 Pearlin(198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과 회복

관점(Anthony, 1993)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

(Pearlin, 1989)에 따르면 스트레스 과정은 사회 속에서 구성되는 맥락의

차원이며,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 결과 요인(outcome)에 이르는 과정

에서 중재 요인(mediator)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라도 개인이 보유한 내적, 외적 자원을 중재 요인으로서 어떻게 활용하

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를 결과 요인(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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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고, 교육참여 과정에서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는 중재 요인(mediator)에 관심을 두었다. 먼저,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은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관한 상당수의 선행연구(김상

희, 2009; 김상희 2010a; 김정진, 2004; 성경미, 2003; 최희철 외, 2008;

Braxton, 2019; Megivern et al., 2003)에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어

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고한 정신장애 관련 요인인 정신의학

적 증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참여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중재 요인(mediator)을 선정함에 있어 정신건강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회복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려는 것이다. 회복 관점은 기존의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소비자 주의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으로(배정규,

2005), 회복은 정신질환 발병 이전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과 무관하게

정신장애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심리적 과정으로 당

사자주의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배은경 & 안효자,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을 중재 요

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중재 요

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자원으로는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을,

비공식적 외적 자원으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공식적 외적 자원으로

는 지각된 지원체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에 따라 정신

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방향성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론적, 실천적 논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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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

스 요인과 중재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은 교육참여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교육참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정신의학

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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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청년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청년기의 개념 및 특성

1) 청년기의 개념

청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발달단계로 주목받고 있다

(김선애, 2014; 김은정, 2014; 장휘숙, 2009; Arnett, 2000; Arnett &

Taber, 1994). 20세기 초에 이르러 사회적, 경제적, 학문적 발달과 직업

의 다양화로 인해 공식적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장휘숙, 2009: p.

6), 과거보다 더 많은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직업이 요구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였다(김

선애, 2014: p. 13-14).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하면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20대가 학업의 종료, 취업, 가족의 형성이라는 성인

기 과업의 수행을 무난히 수행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성인기

과업의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김은정, 2014).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를 새로운 발달단계로 이해하

고, 그 시기의 사회적 욕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인기로의 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발달단계에 관한 논의가 시

작되었으며, 대표적인 개념은 Arnett(2000)가 제시한 ‘발현성인기

(Emerging Adulthood)’이다. Arnett(2000)에 의하면 이 시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의존성에서는 벗어나지만, 아직도 성인 초기의 규범적 역할

과 책임을 맡지는 못하며,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변화의 기간이다(장휘

숙, 2009: p. 10). 곽금주(2010: p. 30-31)는 ‘발현성인기(Emerging Ad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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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od)’를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인과 청소년의 중간존재라고

설명하며, 우리말에서 이를 지칭하기에 적당한 용어로 ‘청년기’를 제안하

였다. Bee and Bjorklund(2015: p. 161)도 ‘청년기’를 청소년기에서 성인

기로 넘어가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성장하는 시기로 보았다.

청년기의 연장은 청년의 독립과 관련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문화 속

에서 청년들은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며 스스로 발달과업

성취를 유보함으로써 혼란을 경험한다(김선애, 2014; 이상록 & 이순아,

2019).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취업,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삶의 영역

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지경 외, 2018).

2) 청년기의 연령 기준

청년기의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청년에 대한 합의된 연령규정은 없다. 김기헌 등(2017)은

청년을 이행기이자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닌 사회적 연령(social age)으로

본다면 굳이 특정 연령 시기를 청년으로 지칭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이는 취업, 결혼 등 성인으로의 이행 시점이나 어려움에 처한 시점

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연령집단에 관한 정

의는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김

기헌 외, 2016). 본 연구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연령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 대표적인 청년 정책을 확인하여3), 우리나라에

서 통용되고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청년

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과 유사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대표적인 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는 만 18세

3) 온라인 청년 센터 사이트(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

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를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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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만 34세 이하,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는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한

정책에 한해서는 34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년을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보고 그

시기에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년기를 성인기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로 정의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대로 진입하는

시점을 청년기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

에는 일반적으로 20대를 청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학교육

의 보편화, 취업을 위한 연장된 준비 기간, 결혼의 지연 등으로 청년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장휘숙, 2009: p. 8). 현행 청년 정책에서 대체로

청년기의 상한 연령을 만 34세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

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과 시대

적 상황뿐만 아니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발병과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과 취업에 진입하기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

어, 본 연구에서도 청년기를 30대 중반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35

세 이하’4)를 청년기로 정의하여 살펴볼 것이다.

3) 청년기의 특성

청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심 세대이며, 청년기에 경험하는 삶은 고

스란히 청년의 미래에 투영되고 나아가 노년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김선애, 2014: p. 21). 청년기는 성인으로서 자아와 인생의 구조가 발

전하는 시기이며(민성길 외, 2013: p. 127), 청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4) 우리나라 법률 및 정책 기준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세는

나이를 사용하므로 연구참여자 모집 시 연령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는 나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쳐서 함께 세는 나이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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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성인기의 성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옥분, 2015: p. 94). 청년

기에 경험하는 변화, 즉 성인기로의 전환(transition to adulthood)과정에

서의 경험은 매우 다양하다(Bee & Bjorklund, 2015: p. 161).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대학 진학, 아르바이트, 창업, 결혼, 취업, 진학

준비, 취업 준비,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가생활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청년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선택할 권한이 주

어지지만 그만큼 새로운 역할들을 필요한 시기에 성취하지 못했을 때 경

험하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기는 불안정성의 시기이자 가능성의 시기이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대안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

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정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자

기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곽금주, 2010: pp. 32-33). 청년

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도 묘사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경험하기

도 하지만, 이는 발달단계의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며 서서히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허혜경 & 김혜수, 2015: p.

26).

청년들은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탐색

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

는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것 또한

청년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허혜경 & 김혜수, 2015: p. 27). 따라

서 청년기에 경험하는 혼란과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자기 탐색

및 개발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돕는 것은, 청년기 이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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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1)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정신장

애인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

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의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등록을 한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질

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이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7)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정신질환

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을 고려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

라도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많은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연령 기준에 맞춰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

애인’을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정신질환5)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로 정의하였다.

2)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특성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단계의 특성과 그

시기의 정신장애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기는 조현병

의 발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강상경, 2018: p.

5)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삼성서울병원, 2017)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주된

질환명은 조현병이 70.4%, 우울장애 12.1%,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11.2%, 분열정동

장애 4.2%의 순이었다.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유병률이 높은

순서대로 주요 정신질환군을 열거하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12.2%, 불안장애가 9.3%,

기분장애가 5.3%(주요우울장애 5.0%), 니코틴 사용장애가 6.0%,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가 0.5%, 약물 사용장애가 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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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조현병 이외에도 정신질환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연령에서 주

로 발병하는 것이 특징6)이다(안보령, 2015).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보

건복지부 & 삼성서울병원, 2017)에 따르면 남녀 모두 18~29세 연령 구간

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각각 17.2%, 20.3%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에서 정신장애

의 장애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35.5%), 10대(23.3%), 30대

(21.0%), 40대(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40대 사이에 정신장애

가 발생한 경우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과이다.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는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로 인식되며, 정신병의

첫 3년은 반복적인 재발이 일어나고 회전문 현상이 형성되며 장시간 치

료 저항 증상이 일어나고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축적되는

결정적인 기간을 구성 한다(홍현숙 외, 2006). 따라서 정신질환 발병 초

기에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정신장

애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이후 회복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

소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기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특

성을 살펴보면, 청년기는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아정체성이 확

실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장애인은 자타가 인식하는 장애라는

장애 요인으로 인해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이은미 외, 2008). 앞서 청년기의 특성에서 살

펴본 것처럼, 청년기는 가능성의 시기임과 동시에 불안정한 시기로 평가

되며 최근에는 성인기 이행 지체의 현상으로 청년들은 교육, 취업, 결혼

등의 필수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청년기 발달단계 상의 어려움과 정신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여 가중된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청년기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마련에 있어서 발달단계의

특성과 정신장애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장애인

6) 조현병의 경우, 10~3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조현병의 평균 나이는 남자는 21

세, 여자는 27세이며, 발병 위험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자 15~25세, 여자는 25~35

세이다(안보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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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애주기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이해하는 것은 차별화된 정책

과 서비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하지

만 지금까지는 장애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달과업과 생애

주기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김두영 & 김영석, 2016). 최근 장애

인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생애주기의 관점 도입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발달과업이 발생하므로 이러

한 생애주기별 특징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은미 외, 2008).

더욱이 청년들은 정신질환자의 전통적인 역할과 정신질환자로 명명되

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입원환자로 취급받는 것을 꺼리며, 치료에 대

한 순응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에

게는 전통적인 개입과는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의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연령과 욕구에 맞는 지원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성경미, 2003). 최근에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통합되

도록 하는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도록 돕고, 정신질환과는 구분되는 여가활동, 교

육, 직업과 같은 영역의 경험을 계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Edwards &

McGorry, 2007: pp. 50-51).

이제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새로운 발달단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청년기의 삶의 경

험이 이후 삶의 양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발달과업 성취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기 정신장애인

의 대다수가 정신질환 발병 초기이거나 질환의 만성화가 진행되기 전일

가능성이 크므로, 청년기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에 있어 결정적인 시

기로 인식된다. 따라서 청년기는 생애주기와 정신장애의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년기의 욕구와 발달과업을 고려한 실증적 연구와

실천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육참여’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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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대한 이해

1. 청년기 발달과업과 교육참여

청년기는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발달과업의 성취를 요구

받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학업을 이수하고 직업을 획득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도 하며,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주거 독립을 하거나 결혼과

부모됨을 경험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발달과

업의 성취가 지연되고 개인마다 이행 궤적에 차이를 보이는 등 성인기로

전환되는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Billari & Liefbroer, 2010). 청년기의

교육참여는 미래의 진로 선택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의 형성에 결

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김상희, 2009), 생애 주기상 교육참여가 이루

어져야 할 시기에 교육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후 삶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고등교육7)은 직업적 이동성을 높여주거

나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과 필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Mowbray et al., 199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김기헌 외, 2017)에서는 청년들

이 현재보다 나은 삶과 일을 갖도록 하기 위한 청년 핵심지표를 제시한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학 진학, ② 취업과 직장생활, ③ 결혼, ④

출산과 가족생활, ⑤ 삶에 대한 만족과 인식, ⑥ 사회참여와 정치적 성

향, ⑦ 문화와 소비, ⑧ 환경과 범죄’로 총 8개의 영역이며, 이를 토대로

4가지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대로 일하

기, 둘째,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배우기, 셋째, 마음껏 자기 목소리

내기, 넷째,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기이다. 이는 직업과 더불어 교육이

청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

목이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사회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청년 정책의

7)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을 통틀어 이

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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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육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김기헌 등

(2017)은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

에서 충분하게 학습을 받아야 하며, 형식교육을 넘어서 비형식교육8)에서

도 학습기회를 얻어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교육은 청년에게 자아실현의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

회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은 교육

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김선애, 2014: p. 240). 김기헌 등(2017)에 따

르면 청년들의 평생학습은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정규교육과정이 이루어

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형식교육과 다양한 학습기관에서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 교육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무형식

교육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

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비형식교육 참여

율은 26.7%에 불과했지만 2016년 41.7%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형식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역량 강화와 직업 성취

를 위한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청년에게 교육은 자기를 개발하고 역량을

탐색하는 기회이자, 미래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이

며, 더 나아가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이다. 최근 들어 평생교육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육의 형태의 다

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개별화된 욕구에 맞춰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리라 기대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참여’를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진학하여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

회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8)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

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김기헌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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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장애인에게도 교육은 기본적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교

육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기

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이현수, 2010). 장

애인에게 교육은 사회참여의 중요한 수단이자 잠재적 역량을 계발시켜

인간다운 사회생활과 직업 생활을 하는데 기반을 형성해준다. 따라서 장

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자기계발과 직업에의 접근성을 높여 실

질적인 평등을 누리도록 한다(이현수, 2010).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기 쉬운 사

회적 계층들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하여, 사회통

합에 기여한다. 특히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장애인의 개

별화된 욕구에 따라 전공 분야를 선택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양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경준, 2008).

교육참여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년기 정신

장애인의 정신장애로 인한 낮은 교육적 성취는 과소고용이나 높은 실업

률을 유발하고 이는 뒤이어 정신장애인을 빈곤, 사회적 네트워크의 와해,

스트레스, 증상악화, 재입원 같이 헤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

으로 몰아간다(김상희, 2009).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

은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중요한 나이에 정신장애가 발병함으로써 수많

은 인생의 결정이나 경험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특히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 학교생활에서 친구를 만나

거나 자신의 파트너를 결정하고 나이에 맞는 책임을 지며, 집단의 선택

에 따르는 것 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성경미, 2003). 정신과 입원으

로 인해 자신의 영역에서 잠시 벗어난 초발 정신질환 청년에게 ‘퇴원하

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학



- 20 -

업, 취업을 1순위라고 답한다. 청년들에게 발달과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있는 듯하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18; p. 62).

정신장애인은 질환의 경과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의집중과

기억유지의 어려움과 같은 인지적 문제나 불안, 우울, 과민함과 같은 정

서적 문제를 동반하기 쉽다. 정신장애인은 이러한 특성은 대학과 같은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학

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김정진, 2004). 정신장애의 주요한 특성인 정신의학적 증상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기능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의학적 증상이

사회적 기능과 직업 수행 능력 등에 이차적 손상을 주며,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일하거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거나 진학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스스로도 그것을 수용한다(Megivern et al., 2003).

이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에게 교육참여는 중요한 사회참여의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Wolfensberger(1983)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을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일반적인 방법

으로 생활하며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정상화(nomalization)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Taylor(1986)는

지역사회통합은 같은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사람들

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학교, 직장 등에 함께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정상화

(nomalization)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 즉 정신장애를 가졌더라도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을 환

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역량 강

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최희철 외, 2008).

이처럼 교육참여가 정신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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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비교하여 교육기회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7)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심한 장애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

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많은 장애 유형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기회와 여건 마련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교육참여

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교육상의 차별, 충족되지 않은 욕구, 실패의 두려움, 정신질환의 순

환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그들의 지적 자질에도 불구하

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Mowbray et al., 1999). 한편, 해외에서

는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지원교육(Supported Education)의 긍

정적인 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학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교육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

는 것이다(Collins et al., 1999; Dougherty et al., 1996; Lieberman et

al., 1993; Mowbray et al., 1999; Unger et al., 1991). 한편, 전문가나 가

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이 교육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걱

정하거나 꺼리기도 하는데, 이는 학업 수행 혹은 학교 내의 복잡한 제도

그리고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거나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인한 위험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Lieberman et al., 1993; Mowbray et al., 1999). 그러나 정신장애는 스

트레스에 의해 악화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체질환도 마찬가지이다. 게다

가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파괴적인 사건은 드물뿐더러, 그러한 행동을 하

는 극소수 때문에 이와 무관한 다수의 정신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고등교

육에 대한 욕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상희, 2010b).

9) ‘심한 장애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경우를 장애유형별 비율

로 보면, 뇌전증장애인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지적장애(52.0%), 정신장애

(29.9%), 언어장애(1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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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에서 보고되어 온 지원교육(Supported Education)의 긍정적 성과

는 교육참여에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낙관으로 변화시

켰고, 정신장애인의 교육적 잠재력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상

희, 2009; Lieberman et al., 1993; Mowbray et al., 1999; Unger et al.,

1991).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정신장애인에게 효과적인 교육지원이 적절

한 시기에 뒷받침된다면, 고등교육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들이 소개

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단선적인 형태의 재활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

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접근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원교육 서비스는 재활

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재활서비스이다(최희철 외,

2008).

지원교육을 통해 정신장애를 가진 청년들은 환자에서 사회에서 가치있

게 여기는 학생으로, 정신병동에서 대학 캠퍼스로, 보호적 환경에서 정상

적 환경으로 그 역할과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이 많은 시간을 증상에 몰두해 있거나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준다(김상희,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

적인 교육지원 서비스가 거의 없으며,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

과 비교했을 때도 정신장애인은 고등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어왔다(김정

진, 20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경우 개인적 특성과 환

경적 차원에서 생기는 적응의 문제로 교육에 진입하거나 진입 후 학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특

성에 맞는 교육지원은 필수적이며 정신사회재활 영역에서 주요한 서비스

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원고용과 함께 지원교육이

중요한 정신사회재활의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대

학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정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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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교육(Supported Education)이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혹은 교육현장에서 적응의 어

려움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이 통합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이다(김상희, 2009; Unger, 1990).

지원교육의 주요 대상은 사실상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들이다. 청년기 정

신장애인은 전통적인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나이가 많은 정신

장애인들과 함께 보호받는 환경을 거부하고 많은 제약 속에서도 지역사

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이들에게는 과거 만성 정신질환자

에게 제공해온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Pepper et

al., 1981). 지원교육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연구한 김상희(2010a)는 연구

마다 단일성과를 보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교육, 고용, 심리,

사회환경 등 다영역에서의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주로 교육적 성과, 심

리사회적 성과, 고용성과를 보고하였는데, 교육적 성과에 대해 연구들은

대체로 일반 대학생 수준의 성과에 도달했다고 보고하였고, 증상악화, 재

발, 폭력, 돌발행동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대학생 역할을 자존감, 자신감, 학교 효능감 같은 심리사회적 성

과로 이어졌고, 정신장애인의 정상적 대학환경에서의 성공적 학업 수행

은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정신의학적 증상이 학업

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정신건강 서비스와 학교 편의와 같은 지원서비

스가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정신사회재활 영역에서 지원교육의 효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지원교육이 시작된 이후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고등교육 이수 후 취업경쟁에서의 경쟁력이 높

아지고 있으며, 자존감 및 자립능력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는 보고(Lieberman et al., 1993)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육장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교육 서비스는 정신장애인

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

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성공적인 학업 이수를 돕는

교육지원 서비스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Mowbray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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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교육지원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만한 관련 법과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구축되어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1

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

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동

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와 제14조(정당

한 편의제공 의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선언

하고 있다.

교육부(2020)에서 발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

르면 장애 대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

고 있다. 장애 대학생의 역량 성장지원 및 국가 인적자원 개발 필요한

시점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 등 장애인 고용정책 확대에 따라 사

회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령기 특수교육과 연결하여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생

애주기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필요하다고 표명하

였다. 이현수(2010)은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서도 교육의

기회가 적고 교육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신사회재활 영역에서 교육지원 서비스가 직업지원 서비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육지원을

위한 연구나 실천적 시도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고, 발달단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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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교육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험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교육지원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나 사회적 지원체계가 현저

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학교육이 지위 향상, 고임금, 직무 만족, 질 높은 삶의 최소 요

건처럼 되어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의 권리를 누

리지 못하는 제약은 심리적으로는 실패감, 수치감, 실망감, 상대적 박탈

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용기회 및 고용유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상희, 2009). 교육과 발달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치료적 접근보다 재활적 접근이 필

요하며, 정신장애로 인해 삶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필요한 사회적 경험을 유지하면서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것이 이들

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안성희, 2017).

이 절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에게 교육참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와 관련한 지원체계 확대의 필요성

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기 정신장애인에게 교육참여는 생애

주기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는 것이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직업 선택의 기회 확대, 자립의 가능성 증가,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정신의학적 증상, 미숙한 사회

기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

육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

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을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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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스트레스 과정 모델

1.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을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통해 연구모형과

주요 변수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은 Pearlin 등(1981)에 의해 개념화되었으며, 이후 사회학적 연구

에서는 삶의 구조적인 맥락이 스트레스 과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Pearlin, 1989). 이 모델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의

발전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Pearlin &

Bierman, 2013), 이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고, 사회 속에서 구성되는 맥락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

다(Pearlin, 1989; Pearlin et al., 1981).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기초한 연

구들에서는 복합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다양한 스트레스 결과

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구성 요소로 스트레스 요인(stressors),

중재 요인(mediators), 결과 요인(outcomes), 배경·맥락 요인(background

and context)을 제시하였다(Pearlin et al., 1990; Pearlin & Bierman,

2013). 또한 복합적인 요인 간의 관계가 스트레스 요인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본다(Pearlin et al., 1981).

연구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제시하는 구성

요인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트레스 요인(stressors)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과 삶의 경험을 의미한다(Pearlin et al., 1981).

이는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며,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인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말한다(Pearlin & Bierman,

2013). 스트레스 요인은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primary stressors)과 이

차적 스트레스 요인(secondary stressors)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은 경험상 가장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스트레스 요인

이며, 원하지 않았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일 수 있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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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Pearlin, 1989).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

은 일차적 스트레스 요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역할 긴장 혹은 심

리·내적 긴장 등을 말한다(Pearlin et al., 1990).

둘째, 중재 요인(mediators)은 스트레스 요인이 결과 요인에 미치는 영

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요인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 또는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Pearlin et

al., 1981; Pearlin & Bierman, 2013). 중재 요인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사회적 자원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개인을 둘러싼

자원의 수준이 감소하거나 상승함으로써 스트레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사회적 자원이 스트레스

요인과 결과 요인의 사이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Pearlin & Bierman, 2013).

중재 요인으로 인해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도 다른 결과

에 이른다는 사실이 관찰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리·사회

적 자원의 탐색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다(Pearlin et al., 1990).

중재 요인은 외적 자원과 내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사회적 지지, 대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와 같은 자원들이 대표적이다

(Pearlin, 1989).

셋째, 결과 요인(outcome)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

로, 개인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현된다. 일반적으로는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감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배경·맥락 요인

(background and context)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 전반적

인 스트레스 과정에 걸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

학적 요인이 포함되며,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제변수의 역할을 한다(Pearlin, 1990).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 요인과 결과 요인 간의 단순한 인과관

계가 아닌 스트레스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과에 이르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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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데 유용한 모델이다(Pearlin & Schooler, 1978; Pearlin et al., 1981).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개념화된 후 이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은 중재 요

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는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Pearlin & Bierman, 2013). 이 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

는 개인과 개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경험될 수 있

다.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기질이나 대처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즉, 같은 스트레

스 상황이더라도 대처하는 방식과 개인이 활용하는 사회적 자원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Pearlin, 1989). 사람들

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직면하게 되면 종종 그것을 다른 환경으

로 변화시키거나 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개인이 스

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재 요인을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다

(Pearlin et al., 1981).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다를 수 있으며, 이 차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어떤 방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재 요인

중 대처(coping)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역할이 가장 많은 관심

을 받으며 강조되어 왔다(Peariln et al., 1981). 대처는 개인의 반응 행동

과 인식으로 이해되며, 건강한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측

면에서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학자들은 대처

양식도 사회적 구조에 의해 학습되고 형성된다고 보았다(Pearlin, 1989).

이렇듯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중재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여 다양한 사회 현상에 적용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자원들을 활

용하여 건강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기초하여,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

을 완충하여 보다 나은 스트레스 결과에 이르게 하는 중재 요인의 조절

기능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즉,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참여를 해나가

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건강하게 대처하여 생애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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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하는 중재 요인들과 그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를 적응의 결

과로 보고, 교육참여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중재 역할을 하는 요인을 조절변수로, 그리고 당사자를 둘러싼 배경·맥

락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

: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과 요인(outcomes)을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로 설정하였다. 앞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결과

요인(outcomes)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중재 요인, 배경·맥락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거

쳐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개인이 처

한 상황과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앞서 제2절

에서 검토한 것처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는 청년기의 발달단계

에서 주요한 발달과업이자, 적응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를 결과 요인으로 설정하였

다. 그렇다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스트레스 요인,

중재 요인, 배경·맥락 요인으로 어떠한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존

연구들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회복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검토하였

다. 이는 국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의 예측 요인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므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을 함께 살펴봄으로

써 교육참여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는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으로 정신의학적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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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회복에 관한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

서는 정신의학적 증상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강석임 & 이용표, 2013; 김경진 외,

2004; 김나라 외, 2005; 김소형 외, 2005; 배은경& 안효자, 2016; 박병선

외, 2013, 박정임, 2018). 이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정신의학적 증상, 정신장애로 인한 학업 기능의

손상, 대인관계 및 상황대처기술의 부족이 정신장애인이 교육환경에 적

응하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설명하였다(김상희, 2010a; 김정진, 2004; 성경

미, 2003; 안성희, 2017; 최희철 외, 2008; Dougherty et al., 1996;

Lieberman et al., 1993; Megivern et al., 2003; Mowbray et al., 1999).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를 진행

한 김상희(2010b)의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이 학업 재개

방해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범주를 질병과 관련된 우려와 경제적 어려

움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의 특성과 그로 인한 이차적인 기능

상의 결함이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정신의학적 증상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김미영, 2011; 이선영, 2004; 최윤정

& 최송식, 2007)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지원교육 성

과연구를 검토한 김상희(2010a)의 연구에서도 지원교육 성과의 예측 요

인을 다룬 소수의 연구에서 질병 관련 요인보다는 결혼 지위, 과거 생산

적 활동 여부, 사회적 지지 등이 예측 요인임을 발견하였다고 설명하였

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교

육참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하더라도, 개인을 둘러싼 다른 중재 요인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

신의학적 증상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당사자가 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대처하

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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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및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바 있는 정신의학적 증상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중재 요인에 의해 그 영

향력이 완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

을 중재 요인(mediator)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

에서 중재 요인을 개인 내적 자원에서부터 외적 자원까지 통합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것에 기초한 것이다. 정신장애인 지원교육 모델 개발을 위

한 최희철 등(2008)의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정

신장애인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겪는 개인적 차원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지원체계 부족 등 환경적 차원의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해

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

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학업 유지를 돕는 요인을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환경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김상희,

2010a; 김상희, 2010b; 김정진, 2004; 성경미, 2003; 안성희, 2017; 최희철

외, 2008; Lieberman et al., 1993, Megivern et al., 2003; Unger et al.,

1991). 이처럼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중재 요인 중에 본 연구에서는 회

복 관점에 근거하여 주요한 중재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이어지는

제4절에서 회복 관점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경·맥락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장애 관

련 특성을 포함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배경·맥락 요인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 설

명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년기 정신

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성별(변은경 & 전성

숙, 2011; 신은경 외, 2014; 최윤정, 2010; Narvaez et al., 2008;

Torgalsboen & Rund, 1998), 연령(강상경 & 좌현숙, 2007; 박정임 & 이

금진, 2012; 신은경 외, 2014; 최윤정, 2010; Corrigan et al., 1999), 가구

소득(변은경 & 전성숙, 2011; 신은경 외, 2014; 최윤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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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enhoven, 1991),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민소영, 2009; 신은경 외,

2014; 최윤정 & 최송식, 2007; Torgalsboen & Rund, 1998; Viinamaki et

al., 1996),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박정임, 2018; 배은경 &안효자,

2016; Edmondwon, 2012), 진단명(배은경 & 안효자, 2016; Torgalsboen

& Rund., 1998)으로 설정하였다.

이 절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

육참여 과정을 이해하였고,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이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육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

나,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교육참여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회복 관점을 살펴보고, 회복 관점과 관련된 선

행연구들을 토대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중재 요인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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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복 관점

1. 회복 관점에 대한 이해

1) 회복 관점

회복은 기존의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소비자 주의에 영향을 받은 새로

운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과

정이 중요하게 포함되고 있다(배정규, 2005). Anthony(1993)는 회복의 개

념을 ‘개인의 태도, 가치관, 느낌, 삶의 목적, 기술, 역할이 변화하는 독특

한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한 제약을 넘어서서 개인이

만족스럽고, 희망적이고, 기여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

다. 즉, 회복은 개인의 삶에서 정신장애의 파국적 재난을 경험하면서도

성장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의 발전을 의미한다

(Anthony, 1993).

이러한 회복 관점의 가치관은 앞서 살펴본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원리

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인다. 회복 과정을 스트레스 과정에 적용한다면,

스트레스 상황인 정신장애의 경험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삶의 성취들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

복 관점에서 제시하는 회복을 돕는 긍정적인 개념들을 청년기 정신장애

인의 교육참여 과정의 중재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

는 중재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회복 관점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 회복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탈시설화와 함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흐름은 점차 생물학적, 의료적

관점을 넘어서 재활과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Drake

et al., 2003). 즉, 과거에 정신질환을 가진 자들의 증상을 통제하고 이들

을 입원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치료적 접근에서 1980년대

이후에는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향상

하도록 돕는 재활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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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이 독립적이며,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

동과 더 나은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회복중심의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배정규, 2005). 200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회복에 대한 관심

과 지원이 확산되었다. 회복 관점은 많은 국가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하경희, 2019).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회복의 의미도 점차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환자의 증상

이 없는 상태이거나, 의학 전문가가 설정한 수준까지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회복 관점에 따르면, 회복은 정신장애인의 질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인생에 대한 생각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개인이 어떻게 그가 속한 공동체나 더 넓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된다(Compton &

Broussard, 2013: p. 200). 즉, 정신장애인에게 회복은 정신질환 발병 이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삶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며 스스로의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과정이다(배은경 & 안효자,

2016).

2) 회복의 구성 요소

회복의 구성 요소는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환경적 차원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관한 해외 연

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희망,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자기정체성

을, 환경적 차원으로는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 서비스 인식을 회복의 영

향요인으로 설명하였다(Corrigan et al., 1999; Hoffmann et al., 1997;

Law et al., 2016; Liberman et al., 2002; Resnick et al., 2004; Schon

et al., 2014; Spaniol et al., 1994; Tew et al., 2012; Vinama ki et al.,

1996). 또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다룬 97개의 논문을 분석한 Leamy 등

(2011)은 회복 과정을 설명하는 CHIME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5가지 구

성 요소로 연결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 정체성, 삶의 의미,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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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포함하고 있다. CHIME 모델을 통해 회복은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사회·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

견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신장애인 회복의 영향요인을 탐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신장애인의 회복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박정임

(2018)은 개인·심리적 변인으로는 대인관계 능력, 사회 기술,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를, 사회·환경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낙인을

기관 서비스 변인으로는 기관서비스 만족도, 전문가와의 관계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정신장애인 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 요약을 시도한 김민석(2018)은 희망과 관련된 축약 진술문과 긍정

적 전망 및 의지와 관련된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가 높은 편이었

다고 보고하여, 회복 경험에서 개인 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박선영(2008)은 정신장애인의 성과로서 회복은 당사자가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보았

다.

회복의 구성 요소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신장

애인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회복에 이르게

된다. 회복의 결과는 당사자가 회복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삶의 다양한

영역의 성취들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이 보유한 내적 자원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회복이 아닌 삶의 회복을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한다. Compton and Broussard(2013: p. 200)은 회복을 독립적인

생활, 직업을 가지는 것, 사회적 관계 형성, 공동체 참여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고, 직장을 잃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 같은 궤도의 이탈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삶의 궤도에서 벗어

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해진다. 정신장애의 진

정한 회복은 증상의 호전뿐 아니라 본래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치료뿐 아니라 통합적인 심리·사회적 개입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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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서울시정신보건센터, 2011).

회복은 정신장애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과정으로 정신장애를 가졌더라

도 희망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사회에 적응해나가

는 과정이다. 회복 관점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설명한다면, 자

신과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업과 직업에 복귀하여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에 대처하고 사회에 적응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그러한 심리적 변

화가 그들의 질환과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Anthony,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참여’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결과로 설정하고 회복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관적인

심리 과정이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다. 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중재 요인은 앞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

에 강조한 내적, 외적 자원의 중재 역할을 반영하되, 당사자가 내적, 외

적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중점을 둔다.

2.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중재 요인

: 회복 관점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회복 관점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

원이 교육참여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한다. 당사자가 인식

한 내적 자원으로는 희망을 설정하였고,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으로

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를 설정하였다. 내적 자원인

희망은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으로 구분하였고, 외

적 자원은 비공식적 외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공식적 외적 자원으로

지원체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적 차원까지를 통

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을 대표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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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과 교육참여

회복을 촉진하는 내적 자원들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

었으며,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다는 것은 다수

의 선행연구(강석임, 2011; 김미영, 2011; 박선영, 2008; 이수희, 2010; 최

윤정, 2010; Corrigan et al., 1999; Hoffmann et al., 2001; Law et al.,

2016; Spaniol et al., 1994; Tew et al., 2012)에 의해 입증되어왔다. 정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통제감, 임

파워먼트와 같은 심리 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김미영, 2014)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박병선 등(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

중 자아존중감, 희망, 자아효능감, 임파워먼트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가

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희망을 가지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앞서 회복 관점에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믿

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희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선행연구(김민석, 2018; 심경순 & 송순인, 2009; 이수

희, 2010; 하경희, 2019; Corrigan et al., 1999; Hoffmann et al., 1997;

Law et al., 2016; Leamy et al., 2011; Spaniol et al., 1994)에서 회복의

주요 요소로 희망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수희(2010)의 연구에서

희망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 그리고 질

병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설명하였다. Compton and Broussard(2013: p. 204)도

회복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와 인생에 대한 희망을 유지한다

고 하였다.

배정규(2005)는 희망의 개념을 두 가지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는데,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이다. 본 연

구에서도 희망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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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인식은 개념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며,

회복 과정에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회복 관점에서는 정신장애의 제약을 넘어 개인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삶

의 의미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다면, 병의 경

과에 대한 희망은 작더라도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면 회복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의 초기인 경우

가 많으므로(강상경, 2018; 안보령, 2015), 이때는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을 인식하기에는 아직 질환으로 인한 혼란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이 각각 청년기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교육참여

사회적 지지는 부모나 형제, 친지, 이웃, 또래, 동료 등 ‘개인에게 있

어서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주변인들

의 사회적·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에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일의 능률을 높여 수행 결과를 좋게 한다. 또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잠

재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장미경, 2001). 그래서 사

회적 지지는 자살과 우울,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학업성

취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곽금주,

2010; p. 220).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지지를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 차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능상, 적응 차원의 호전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나라 외, 2005). 이처럼 사회적 관계가 정신장애인

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수의 선행연구(강석임, 2011;

강석임 & 이용표, 2013; 김나라 외, 2005; 김미영, 2011; 이수희, 2010; 최

윤정, 2010; 최윤정 & 최송식, 2007; Hoffmann et al., 2001; Liberman

et al., 2002; Schon et al., 2014; Spaniol et al., 1994; Tew et al., 2011;

Torgalsboen & Rund, 1998; Viinamaki et al., 1996)에서 입증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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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정규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 친구 등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증진되도록 하는 개입이 중요하다. 민소영(2009)의 연구

에서도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지역사

회자원에 접근할 가능성과 심리·사회적 통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선 등(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 및 주변

사람에 의한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 기능, 대인관계 등이 정

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 및 지지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사실

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다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발병

이후 이전의 사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회복 이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에 맺고 있던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은 발병 이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지지보다는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 친구, 전문

가 등의 지지가 정신장애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강석

임 & 이용표,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지각하

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먼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가족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교육참여를 회

복의 결과로 본다면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신장

애인의 고등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Megivern et al., 2003)에 따르면 진

학에 대한 동기가 있는 참여자들의 80%가 가족원이 지지적으로 대학 진

학 결정을 격려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

참여에 있어서도 가족의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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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지원교육의 효과성을 다룬 일부 연구(Mowbray

et al., 1999)에서는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과잉

보호적인 태도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

로 표출되어 정신장애를 가진 청년의 교육참여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청년기 정신

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족 개

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유병 기간이 짧고 발병 초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

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가족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변화를 감당하

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미처 준비되

지 못한 당혹감과 가족 구성원의 기능적 역할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부담

등으로 비효율적이거나 제대로 된 가족 기능을 재구성하지 못한다(조은

정 외, 2017). 특히 10~30대인 초기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가족은 전구기나 급성기 초기 동안의 주요 치료자원

이 될 수 있다. 가족들은 전구기를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겪으며 그 후

에는 낯선 치료환경을 접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욕구에도 집중하고 적절

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서울시정신보건센터, 2011: p. 177). 정신장애인

의 주요 지지 자원인 가족들이 정서적 혼란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관계로

서 기능하도록 하는 지원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를 살펴보면 고명수 등(2013: pp. 150-151)에 따르

면 청년기의 심리적 발달과업은 주위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친밀감(intimacy)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

려움 없이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

력이다. 반면 고립감이 형성되게 되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잘 극복하지 못

할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게 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기에는 주위의 의미 있는 타인, 특히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성경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조

현병을 가진 대학생 중 일부는 대학 생활 도중 재발되어 휴학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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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휴학 이후 하는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퇴행되

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부 연구참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

는 고립감을 느꼈으나 지금은 친구를 사귀면서 병을 이해받고 친구 관계

의 편안함을 경험하였고, 친밀감을 추구하며 청년기 발달단계의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발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으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과의 관계 유지가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인의 삶을 준비하고 통합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을 진행 중인 청년에게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의 존재는

가장 큰 심적 지지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곽금주, 2010; p. 214).

3) 지각된 지원체계와 교육참여

국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관계를 보여주

는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연구결과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 서비스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아질수록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강상경

& 좌현숙, 2007; 김미영, 2011). 회복 관점에서도 서비스가 회복의 기회

를 제공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여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Torrey & Wyzik, 2000). 이는 앞서 살펴본 개인 내적 자원과

비공식적 외적 자원인 가족과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공식적

인 지원체계 또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

구결과이다.

그러나,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

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52.0%였으며,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24.7%,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직

접 이용해본 적이 있는 대상은 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적

지원체계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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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의 발병

을 경험하는 환자는 대부분이 젊은이며, 이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에 대해 두려

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Edwards & McGorry, 2007: p. 11). 따라서 초발

정신질환자나 청년층의 경우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청년기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젊은층의 초발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

터나 정신재활시설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의 자원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서울시정신보건센터, 2011: p. 72). 이는 청년

기 정신장애인이 욕구와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제공받은 서

비스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서비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Megivern 등(2003)의 연구에서 지원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입학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대학생활 과정에서는 학교 내 자원을 알지 못하

여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심한 정신질환의 초기 위험 신호를 스스로 감지하기 어렵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알지 못하여 학업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

해서도 표현하였다. 따라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지원체계 수준

에 따라 교육참여 가능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본 연구에 기초가 되는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최근 들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지원이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정책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와 달리 청년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서비스는 거의 없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참여는 청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것에 비해 사회적 관심을 적게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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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주목하였

다. 또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

으로 탐색하기 위해,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회복 관점에 기초하여 주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강조하는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주요하게 검증하고자 하며, 회복 관점에 근거

하여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이 중재 요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의 확대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방향성을 고찰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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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과 주요 변수 선정을 위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고, 스트레스 과정모델과 회복 관점에 기반하여 청년

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은 정신의학적 증상으

로, 중재 요인은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

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배경·맥락 요인들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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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요인

Model 2

개인

내적 자원

Ÿ 인생에 대한 희망

Ÿ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비공식적

외적 자원
Ÿ 지각된 사회적 지지

공식적 외적

자원
Ÿ 지각된 지원체계

Model 3스트레스

요인
결과 요인

정신의학적

증상
교육참여

Model 1

배경·맥락 요인

Ÿ 인구사회학적 변인 : 성별, 연령, 가구소득,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Ÿ 정신장애 관련 변인 : 진단명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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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은 교육참여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교육참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

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

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4] 지각된 지원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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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정신의학

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가설 3-1]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

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3]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4] 지각된 지원체계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

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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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

는 정신장애인 중에 첫째,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인 자, 둘째,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자, 셋째, 설문지를 읽고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준

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기

관10) 중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정

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정신

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를 살펴보면, 치료 및 요양을 주요 기능

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과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및 사

회복귀 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간에는 이용자의 특성과 제공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향후 교육 관

련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연령 기준과 정신질환 진단 기준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

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개념에 부합하도

록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

은 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만, 연령과 정신질환

10)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신건

강증진기관 및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독과리통합지원센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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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측정 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령과

진단명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기입

할 수 있는 능력이 연구 결과의 신뢰도, 타당도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설문지를 읽고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 기준에 포함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

이고자 하였다.

2. 표집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의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

다.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확률 표집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정신장애

인의 특성상 모집단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확률 표집 방법인 유

의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유의적 표집 방법은 주로 탐색적 연구에

서 활용되며,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연구나 관련 이론이 많지 않아

연구 대상이 속한 모집단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가

연구 대상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편의에

맞게 표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김태성 외, 2016: p. 152).

조사대상자 선정은 서울, 경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

설을 통해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은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정신건

강증진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기관리스트11)를 확보하여

각 기관에 전화 또는 공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조사를

의뢰한 기관 중에 연구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 설문조사 협조에 응한

기관은 총 22개 기관이었다. 조사에 응한 기관에 모집 공고문을 배부하

고 기관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도록 요청하였다. 모집 공고문을 보고 자발

11)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정신건강복지센터

26개, 정신재활시설 108개, 경기도 소재 정신건강복지센터 38개, 정신재활시설 55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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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이용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3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1개의 정신재활시설에서 103명의 연구 대상

자가 모집되었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

여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를 배부하고 연구의 목적, 취지, 설문 문항의

내용, 비밀 보장의 원칙,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능한 경우 기관

마다 5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 문항 중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항이 있을 때는 연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하여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3개의 기관은 기관 담당자에게 조사 방법을 설

명한 후 담당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 연구

자가 기관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부

터 12월까지이었으며, 11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중 103부가 회수

되어 10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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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 결과 요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교육참여이며, ‘최근 1년 내 교육기관 진학 여

부’로 측정하였다. “귀하의 지난 1년간 교육(학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조사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교육기관 진학 여부

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가 ‘현재 재학 중’ 또는 ‘(지난 1년 중)다닌

적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진학’으로 분류하여 1로 코딩하였고,

‘(지난 1년 중)다닌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미진학’으로 분류하

여 0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진학’으로 분류된 경우를 교육참

여를 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0=미진학’으로 분류된 경우를 교육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 스트레스 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정한 정신의학적 증상이

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Shern 등(1994)이 개발한 ‘콜로라도 증상척도

(colorado symptom Index)’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신장애인이 불안

(anxiety) 및 우울(depression), 정신증(psychosis)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

신과적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측정한다. 세 가지 하위 요인

으로 구성되며, 불안 및 우울을 측정하는 3개 문항, 정신증을 측정하는 9

개 문항, 자·타해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2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4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증상의 빈도를 묻는 질문

을 활용하여 ‘1=전혀 없다’, ‘2=한 달에 한 번’, ‘3=한 달에 여러 번’, ‘4=

일주일에 여러 번’, ‘5=거의 매일’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합산

점수는 14점부터 70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과적 증상이

자주 발생하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4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1점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가

진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18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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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 중재 요인

1) 인생에 대한 희망

본 연구의 첫 번째 조절변수는 인생에 대한 희망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배정규 등(2009)이 개발한 정신장애인 재기태도 척도 중 일부 문항

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7개의 하위 요인, 총 42문항으로 구성되며 구

체적인 하위 요인은 ‘①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 ② 지원체계에 대한

지식, ③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 ④ 병의 수용 ⑤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 ⑥ 병 대처에 대한 지식, ⑦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중재 요인으로 설정한 ‘인생에 대한 희망’의

개념에 부합하는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에 해당하는 6문항만을 활용

하였다.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것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합산 점수는

6점부터 24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

였으며, 평균값은 1점부터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07로 나타났다.

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본 연구의 두 번째 조절변수는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이며, 이를 측정

하기 위해 배정규 등(2009)이 개발한 정신장애인 재기태도 척도 중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7개의 하위 요인, 총 42문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하위 요인은 ‘①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 ② 지원체계에 대한

지식, ③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 ④ 병의 수용 ⑤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 ⑥ 병 대처에 대한 지식, ⑦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두 번째 중재 요인으로 설정한 ‘병의 경과에 대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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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개념에 부합하는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에 해당하는 6문

항만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

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합

산 점수는 6점부터 24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병의 경과에 대

한 희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의 평균값

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1점부터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04로 나타났다.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본 연구의 세 번째 조절변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이며, 이를 ‘가족,

친구, 의미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1988)이 고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

한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r Perceived Social Support)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친구, 의미 있

는 타인으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크기를 사정하는 척도이다. 하위

요인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이며,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Zimet 등(1988)이 개발한 원척도에서는 7점 척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

구에서는 국내에서 김소임(1999)이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1=거의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거의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한다. 합산 점수는 12점부터 60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

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2개 문항

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1점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2로 확인되었다.



- 54 -

4) 지각된 지원체계

본 연구의 네 번째 조절변수는 지각된 지원체계이며, 이를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배정규 등(2009)이

개발한 정신장애인 재기태도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7개의 하위 요인, 총 42문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하위 요인은 ‘①

친구와 이웃에 대한 만족, ② 지원체계에 대한 지식, ③ 인생에 대한 희

망과 낙관 ④ 병의 수용 ⑤ 가족과 친척에 대한 만족, ⑥ 병 대처에 대

한 지식, ⑦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네

번째 중재 요인으로 설정한 ‘지각된 지원체계’의 개념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에 대한 지식’에 해당하는 6문항만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서 설명

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을 활용

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합산 점수는 6점부터 24점까지 측정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체계에 대한 이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1점

부터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3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 배경·맥락 요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12)를 토대

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임

상 관련 변인으로 나뉘며,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변은경 &

전성숙, 2011; 신은경 외, 2014; 최윤정, 2010; Narvaez et al., 2008;

Torgalsboen & Rund, 1998), 연령(강상경 & 좌현숙, 2007; 박정임 & 이

12) 교육참여를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사회통합’, ‘삶의 질’, ‘회복’에 관한 연구도

포함하였다.



- 55 -

금진, 2012; 신은경 외, 2014; 최윤정, 2010; Corrigan et al., 1999), 가구

소득(김상희, 2010b; 변은경 & 전성숙, 2011; 신은경 외, 2014; 최윤정,

2010; Veenhoven, 1991), 교육 수준(민소영, 2009; 신은경 외, 2014; 최

윤정 & 최송식, 2007; Torgalsboen & Rund, 1998; Viinamaki et al.,

1996), 직업 경험(박정임, 2018; 배은경 & 안효자, 2016; Edmondwon,

2012)을, 정신장애 관련 변인으로는 진단명(박병선 외, 2013; 박정임,

2018; 배은경 & 안효자, 2016; Torgalsboen & Rund, 1998)을 배경·맥락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통제변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측정 방법을 사용하

였다. 첫째, 성별은 ‘0=여성’, ‘1=남성’으로 측정한다. 둘째, 연령은 출생연

도를 주관식으로 조사하여 조사 시점의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더한 값으로 세는 나이를 측정한다. 셋째, 가구소득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 전체의 월수입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1=100만원 미만’, ‘2=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3=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400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교육수준은 정신

질환 진단 이전의 최종 학력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1=중학교 졸업 이

하’, ‘2=고등학교 중퇴’, ‘3=고등학교 졸업’, ‘4=전문대학 중퇴’, ‘5=전문대

학 졸업’, ‘6=대학교(4년제)중퇴’, ‘7=대학교(4년제)졸업’, ‘8=대학원 이상’

으로 측정한다. 다섯째, 직업 경험은 정신질환 진단 이전의 직업 경험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0=없음’, ‘1=있음’으로 측정한다. 일곱째, 진단명은

‘1=조현병’, ‘2=조울증’, ‘3=우울증’, ‘4=분열정동장애’, ‘5=알코올/약물장애’,

‘6=신경증’, ‘7=기타’, ‘8=해당 없음’으로 조사하여, ‘조현병’으로 응답한 경

우에는 ‘1’로, 이외의 항목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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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측정 방법

종속변수 교육참여 미진학=0, 진학=1

독립변수
정신의학적

증상

전혀 없다=1, 한 달에 한 번=2, 한 달에 여러

번=3, 일주일에 여러 번=4, 거의 매일=5

조절변수

인생에

대한 희망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지각된

사회적 지지

거의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저 그렇다=3, 그런 편이다=4, 거의 그렇다=5

지각된

지원체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통제변수

연령 (조사시점 연도)-출생연도+1

성별 여성=0, 남성=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

상 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5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중졸이하=1, 고등학교 중퇴=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 중퇴=4, 전문대학 졸업=5, 대학교

(4년제) 중퇴=6, 대학교(4년제) 졸업=7, 대학원

이상=8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없음=0, 있음=1

진단명 조현병 외=0, 조현병=1

<표 1> 주요 변수 구성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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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도구 문항수 Cronbach’s α

정신의학적

증상

Ÿ 콜로라도 증상 척도

(colorado symtom)

Ÿ Shern 등(1994)이 개발

14 0.918

인생에 대한

희망

Ÿ 정신장애인 재기태도 척도

Ÿ 배정규 등(2009)이 개발

Ÿ 하위 요인 중 ‘인생에 대한

희망과 낙관’ 문항 활용

6 0.907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Ÿ 정신장애인 재기태도 척도

Ÿ 배정규 등(2009)이 개발

Ÿ 하위 요인 중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낙관’ 문항 활용

6 0.904

지각된

사회적 지지

Ÿ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r Social Support)

Ÿ Zimet 등(1988)이 개발

Ÿ 김소임(1999)이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활용

12 0.892

지각된

지원체계

Ÿ 정신장애인 재기태도 척도

Ÿ 배정규 등(2009)이 개발

Ÿ 하위 요인 중 ‘지원체계에 대한

지식’ 문항 활용

6 0.831

<표 2>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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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22.0 통계 프로그램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

값, 왜도, 첨도를 확인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검사 도구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에 대한 교육참여 여부

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변수 속성에 따라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Pearson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

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하였다.

다섯째, 【연구문제 1】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변수와 스

트레스 요인 변수를 포함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

여섯째, 【연구문제 2】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개인 및 외

부적 자원이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

제변수와 스트레스 요인 변수, 중재 요인 변수를 포함하는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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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연구문제 3】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 스트레스 요인인 독립

변수, 중재 요인인 조절 변수, 독립 변수-조절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모

두 포함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Model 3). 상호작용

항의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사용하

였으며(Aiken et al., 1991), 조절 효과 그래프를 통해 조절 효과의 양상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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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상

태, 가구소득,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남성이 66명(64.10%), 여성이 37명(35.90%)으로 나타나,

남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여성보다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연령은 20세 이상 25세 미만이 35명(34.00%), 25세 이상 30세 미

만이 31명(30.10%), 30세 이상이 37명(35.90%)이며, 평균 연령은 27.50(±

4.35)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20세부터 35세까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 3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율

(35.90%)을 차지하였다.

셋째, 결혼상태는 미혼이 103명(100%)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기 정신장

애인은 청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한 성취에도 어려움을 경

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미혼인 경우가 대체로 80%를 넘는 수준

으로 확인되는 것을 고려할 때(강석임 & 이용표, 2013; 김나라 외, 2005;

박선영, 2008; 배은경 & 안효자, 2016; 최윤정 & 최송식, 2007), 연령에

상관없이 정신장애인은 결혼 성취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청

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결혼을 성취하기에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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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66 64.10

여성 37 35.90

연령

20세 이상 ~ 25세 미만 35 34.00

25세 이상 ~ 30세 미만 31 30.10

30세 이상 37 35.90

평균(SD) 27.50(4.35)

결혼상태 미혼 103 10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 8.7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9 28.2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7 26.30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03)

을 추측할 수 있다.

넷째,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9명(8.7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9명(28.2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명(26.30%),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7명(16.50%), 400만원 이상이 21명(20.40%)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7명(35.80%),

고등학교 중퇴가 11명(10.70%), 고등학교 졸업이 34명(33.00%), 전문대학

중퇴가 6명(5.80%), 전문대학 졸업이 10명(9.70%), 4년제 대학 중퇴가 5

명(4.90%)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9.50%(82명)를 차지하

고 있어, 이는 정신질환 진단 전의 고등교육의 경험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또한 정신질환 진단 전 학교를 중퇴한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가 26.20%(22명)로 나타난 것은 정신질환 진단 전에도 학교생활

및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이 없는 경우는 70명(68%), 직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명(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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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7 16.50

400만원 이상 21 20.40

평균(SD) 3.12(1.27)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7 35.90

고등학교 중퇴 11 10.70

고등학교 졸업 34 33.00

전문대학 중퇴 6 5.80

전문대학 졸업 10 9.70

4년제 대학 중퇴 5 4.90

평균(SD) 2.57(1.51)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없음 70 68.00

있음 33 32.00

2) 정신장애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정신장애 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명, 유병 기

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진단명은 조현병이 76명(73.80%)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우울증이 10명(9.70%), 조울증이 7명(6.80%), 분열

정동장애가 4명(3.90%), 기타가 4명(3.90%). 신경증이 2명(1.90%)으로 나

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에 다니는 청년들은 대부분 조

현병을 진단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선행연구 중 정

신건강증진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에서 조현병인 연구대

상자가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강석임

& 이용표, 2013; 박선영, 2008; 최윤정, 2010; 최윤정 & 최송식, 2007),



- 63 -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진단명

조현병 76 73.80

조울증 7 6.80

우울증 10 9.70

분열정동장애 4 3.90

신경증 2 1.90

기타 4 3.90

유병기간

5년 미만 30 29.10

5년 이상 ~ 10년 미만 35 34.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29 28.20

15년 이상 ~ 20년 미만 7 6.80

20년 이상 2 1.90

평균(SD) 7.74(4.70)

<표 4> 연구대상자의 정신장애 관련 특성 (n=103)

연령에 상관없이 정신건강증진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조현

병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병 기간은 5년 미만이 30명(29.1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5

명(34.0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9명(28.20%), 15년 이상 20년 미만

이 7명(6.80%), 20년 이상이 2명(1.90%)으로 나타났다. 유병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63.10%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참여 현황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연구대상자의 교육참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는 미진학이 84%(81.60%), 진학이 19명

(18.40%)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대다수의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4 -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종속변수 교육참여
미진학 84 81.60

진학 19 18.40

<표 5> 연구대상자의 교육참여 현황 (n=103)

2. 연구대상자의 교육참여 여부에 따른 특성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조사자료를 통해 청년기 정신장애인

의 교육참여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범주형 변

수인 경우에는 교차분석(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변수 속성이 연속형 변

수인 경우에는 t-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지표들에서 교육참여를 한 청

년기 정신장애인과 교육참여를 하지 않은 청년기 정신장애인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

령(t=2.16, p<.05)에서, 정신장애 관련 변인 중에서는 유병 기간(t=2.1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진학한 청년

기 정신장애인은 평균 25.58세(SD=4.67)로 전체 연구대상자 연령의 평균

(27.50세)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진학한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평균 27.93

세(SD=4.19)로 나타났다. 유병 기간의 경우에는 진학한 청년기 정신장애

인은 평균 5.68년(SD=4.39)로 전체 연구대상자 유병 기간의 평균(7.74년)

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진학한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평균 8.20년

(SD=4.67)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참여를 한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

참여를 하지 않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유

병 기간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미(2003)의 연구에

서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대학 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과 맞닿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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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학(n=19) 미진학(n=84)

χ2 

명(%) 명(%)

성별
남자 11(57.90%) 55(65.50%)

0.39
여자 8(42.10%) 29(34.50%)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없음 15(78.90%) 55(65.50%)
1.29

있음 4(21.20%) 29(34.50%)

진단명
조현병 외 6(31.60%) 21(25.00%)

0.35
조현병 13(68.40%) 63(75.00%)

구분
진학(n=19) 미진학(n=84)

t
평균 SD 평균 SD

연령 25.58 4.67 27.93 4.19 2.16 *

가구소득 3.38 1.21 3.06 1.28 -0.99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2.63 1.83 2.56 1.43 -0.19

유병 기간 5.68 4.39 8.20 4.67 2.15 *

정신의학적 증상 2.34 0.87 2.44 0.99 0.42

인생에 대한 희망 3.16 0.53 2.74 0.76 -2.30 *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3.08 0.52 2.81 0.81 -1.37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8 0.81 3.32 0.79 -1.27

지각된 지원체계 2.58 0.61 2.37 0.6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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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교육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재 요인 중에서 인생에 대한 희망

(t=-2.3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학한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평균 3.16(SD=0.53)이었으며, 미진학한 청년기 정신장애인

은 평균 2.74(SD=0.76)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참여를 한 청년기 정신

장애인의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교육참여를 하지 않은 청년기 정신장

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교육경험이 질환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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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목표와 희망을 안겨줌으로써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을 돕고(김

상희, 2009), 정상화의 경험과 자기 결정의 증가로 인해 미래에 대한 낙

관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최희철 외, 2008; Dougherty

et al., 1996; Megivern et al., 2003)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외의 변수들에서는 교육참여 여부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χ2=0.39,

p>.10), 정신질환 전 직업 경험(χ2=1.29, p>.10), 가구 소득(t=-0.99,

p>.10),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t=-0.19, p>.10)이, 정신장애 관련 변인에

서는 진단명(χ2 =0.35, p>.1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중 정신의학적 증상(t=0.42,

p>.10),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t=-1.37, p>.10), 지각된 사회적 지지

(t=-1.27, p>.10), 지각된 지원체계(t=-1.23, p>.10)의 경우에도 교육참여

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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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통제변수

연령 27.50 4.35 20.00 35.00 0.09 -1.18

가구소득 3.12 1.27 1.00 5.00 0.12 -1.09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2.57 1.51 1.00 6.00 0.64 -0.48

독립변수 정신의학적 증상 2.42 0.96 1.00 5.00 0.49 -0.63

조절변수

인생에

대한 희망
2.81 0.74 1.00 4.00 -0.48 0.19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2.86 0.77 1.00 4.00 -0.87 0.50

지각된

사회적 지지
3.37 0.80 1.25 5.00 -0.44 -0.12

지각된 지원체계 2.41 0.66 1.00 4.00 -0.07 -0.17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n=103)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주요 변수들의 집중경향도와 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였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의 평균은 27.50세이고 표준편차는 4.35이며, 가

구소득의 평균은 3.12이고 표준편차는 1.27이며,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의 평균은 2.57이고 표준편차는 1.5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신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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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의 경우 평균은 2.42이고 표준편차는 0.96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의

경우, 인생에 대한 희망의 평균은 2.81이고 표준편차는 0.74이며, 병의 경

과에 대한 희망의 평균은 2.86이고 표준편차는 0.77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37이고 표준편차는 0.80이며, 지각된 지원체계의 평균은

2.41이고, 표준편차는 0.6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이면

자료의 정규성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0).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모두 해당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모두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

고, 주요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Pearson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에 더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허용오차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계수, 허용오차, 분산팽창계수

(VIF)를 확인할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0.8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을 의심할만한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허용오차와 분산팽창계수

의 경우 대다수의 변수에서 각각 0.4이상, 2.5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게 진단되었다. 다만,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변수에서 허용오차가 각각 0.38과 0.37로 나타났고, 분

산팽창계수는 각각 2.61와 2.69로 나타나 엄격한 다중공선성 진단 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 모두 희망에

관한 개념으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큰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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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용

오차
VIF 구분

허용

오차
VIF

성별 0.92 1.08
정신의학적

증상
0.93 1.08

연령 0.62 1.61
인생에

대한 희망
0.38 2.61

가구소득 0.82 1.21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0.37 2.69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0.74 1.34

지각된

사회적 지지
0.64 1.56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경험

0.82 1.22
지각된

지원체계
0.54 1.86

진단명 0.94 1.07

<표 8> 주요 변수의 허용오차 및 VIF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정신의학적 증상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r=-0.21, p<.05), 정신의학적 증상과 지각된 사회적 지

지(r=-0.2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을수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

의 경과에 대한 희망(r=0.73, p<.01), 인생에 대한 희망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r=0.39, p<.01), 인생에 대한 희망과 지각된 지원체계(r=0.58, p<.01),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r=0.47, p<.01), 병의 경과

에 대한 희망과 지각된 지원체계(r=0.49,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r=0.22, p<.01)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 요인들이 모두 상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중재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 다른 중재 요인의 수준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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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중재 요인들

은 각자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

으면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교육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변수를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 교육참여와 연령(r=-0.21, p<.05)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 중 교육참여와 인

생에 대한 희망(r=0.22, p<.05)이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인생에 대한 희

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방

향성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정신의학적 증상은 교육참여와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r=-0.04, p>.05).

또한 조절변수 중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r=0.14, p>.05), 지각된 사회적

지지(r=0.13, p>.05), 지각된 지원체계(r=0.12, p>.05)는 교육참여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교

육참여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정신의학적 증상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조절

변수들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참여에 따른 연구대상자

의 특성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 자료의 정규

성,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 주요 변수의 수준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제3절에서는 본격적인 가설 검증

의 결과와 그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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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13) 성별 연령
가구

소득
학력

직업

경험
진단명 증상 희망 1 희망 2

사회적

지지

지원

체계

교육

참여

성별 1 -0.11 0.08 0.02 -0.08 -0.06 0.02 0.02 0.04 -0.14 -0.03 0.06

연령 1 -0.03 0.41** 0.23* 0.06 0.07 -0.11 -0.13 -0.32** 0.21* -0.21*

가구 소득 1 -0.05 0.05 0.003 -0.02 0.20* 0.34** 0.18 0.001 0.10

학력 1 0.35** 0.05 0.03 -0.02 -0.08 -0.10 0.10 0.02

직업 경험 1 0.08 -0.09 0.09 0.11 0.13 0.17 -0.11

진단명 1 -0.04 0.19 0.17 0.16 0.12 -0.06

증상 1 -0.17 -0.21* -0.20* -0.18 -0.04

희망 1 1 0.73** 0.39** 0.58** 0.22*

희망2 1 0.47** 0.49** 0.14

사회적 지지 1 0.22* 0.13

지원 체계 1 0.12

교육참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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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3) <표 9>에서 ‘학력’은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을, ‘직업 경험’은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을, ‘증상’은 ‘정신의학적 증상’을, ‘희망1’

은 ‘인생에 대한 희망’을, ‘희망2’는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을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지원체계’는 ‘지각된 지원체계’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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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의학적 증상과 교

육참여 간의 관계가 중재 요인들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의 주효과, 중재 요

인의 주효과, 중재 요인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앞선 제2절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교육참여에 따른 집

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번 제3절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맥락 요인들을 통제하고 주요 변수들이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스

트레스 요인의 주효과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스트레스 요인을 투입하였

다(Model 1). 다음으로 중재 요인의 주효과 모형에서는 통제변수, 스트

레스 요인, 중재 요인을 투입하였다(Model 2).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요

인과 중재 요인의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의 상

호작용항을 형성하고, 통제변수, 스트레스 요인, 중재 요인, 각 중재 요인

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Model 3). 세 가지 연구

모형에 따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과 같으며,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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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Model 1 : 스트레스 요인의 주효과 모형>

 : 교육참여 확률

 : 정신의학적 증상

 : 성별

(0=여성, 1=남성)

 : 연령

 : 가구소득

 :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0=없음, 1=있음)

 : 진단명 (0=조현병 외, 1=조현병)

연구문제 1.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은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낮을 것이다.

1. 스트레스 요인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 첫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의학

적 증상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1)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와 스트레스 요인을 투입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1)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

참여에 대한 정신의학적 증상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Model 1의

분석 결과는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del 1의 Nagelkerke R2은

0.14로 Model 1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들에 의해 종속변수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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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변 수 B S.E Exp(B)

통제

변수

성별(남자=1) .04 0.55 1.04

연령 -0.17 0.08 0.84 *

가구소득 0.20 0.21 1.22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0.34 0.21 1.40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있음=1)
-0.73 0.66 0.48

진단명(조현병=1) -0.28 0.58 0.75

독립

변수
정신의학적 증상 -0.13 0.28 0.88

상수 1.91 2.07 6.75

-2LL 89.44

Nagelkerke R2 0.14

Model χ2 (df) 9.05(7)

†p<.10 * p<.05 ** p<.01

<표 10> 스트레스 요인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참여 총 변량의 약 14%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2=9.05, p>0.10).

<Mode1 1>에서 스트레스 요인 변수의 교육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살

펴보면, 정신의학적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참여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B=-0.13, p=0.63). 이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신의학적 증상이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와 회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

한 것(강석임 & 이용표, 2013; 김경진 외, 2004; 김나라 외, 2005; 김상

희, 2010b; 김소형 외, 2005; 김정진, 2004; 배은경 & 안효자, 2016; 성경

미, 2003; 최희철 외, 2008; Ang, 2018; Hoffmann et al., 1997; Liberman

et al., 2002; Megivern et al., 2003)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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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 및

표본의 수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어질 제6장에서 연구결

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의 특성과 증상으로 인한

기능상의 결함이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일반적

인 인식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

애인의 경우 정신의학적 증상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으며 개인을 둘러

싼 다른 심리·사회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교육참여의 결과가 달

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정신의학적 증상

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

구가설 1-1]은 지지되지 않았다.

Model 1에서 통제변수인 배경·맥락 요인의 교육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B=-0.17,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

으며, 구체적으로 연령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교육참여를 할 승산(odds)

이 15.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 0.84, p<.05). 이는 연령

이 높아질수록 교육참여를 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기

내에서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참여에 대한 욕구와 성취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의 통제변수인 성별(B=0.04, p>.10), 가구

소득(B=0.20, p>.10),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B=0.34, p>.10),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B=-0.73, p>.10), 진단명(B=-0.29, p>.10)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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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 : 중재 요인의 주효과 모형>

연구문제 2.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교육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

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

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4] 지각된 지원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 중재 요인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 두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중재 요인인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 [연구가설 2-3], [연구가설 2-4]를 검

증하기 위해 중재 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2)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

와 스트레스 요인, 중재 요인을 투입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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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참여 확률

 : 정신의학적 증상

 : 성별

(0=여성, 1=남성)

 : 연령

 : 가구소득

 :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0=없음, 1=있음)

 : 진단명 (0=조현병 외, 1=조현병)

 : 인생에 대한 희망

 :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지각된 지원체계

중재 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2)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에 대한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Model 2의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Model 2의 Nagelkerke R2는 0.24로 Model 2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들에 의해 중속변수인 교육참여 총 변량의

약 24%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 Model 1이 설명력과 비교하여 더 높

아진 수준이나,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χ2=16.60, p>.10).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Model 2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만 투입한 Model 1에 비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대

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재 요인의 교육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와 스트레

스 요인인 정신의학적 증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인생에 대한 희망

(B=1.20, p<.1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

로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교육참여를 할 승산

(odds)이 232.0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 3.32, p<.10). 따

라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생에 대한 희망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참

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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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

변 수 B S.E Exp(B)

통제

변수

성별(남자=1) 0.17 0.58 1.18

연령 -0.20 0.10 0.82 *

가구소득 0.26 0.24 1.29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0.41 0.23 1.51†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있음=1)
-1.04 0.73 0.35

진단명(조현병=1) -0.70 0.66 0.50

독립

변수
정신의학적 증상 -0.10 0.30 0.91

조절

변수

인생에 대한 희망 1.20 0.70 3.3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0.42 0.63 0.66

지각된 사회적 지지 -0.10 0.51 0.90

지각된 지원체계 0.60 0.57 1.82

상수 2.45 2.31 11.61

-2LL 81.89

Nagelkerke R2 0.24

Model χ2 (df) 16.60(11)

†p<.10 *p<.05 **p< .01

<표 11> 중재 요인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회복 관점(Anthony, 1993;

Anthony, 2000)에서 정신장애로 인한 제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희망적

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김민석, 2018; 박병선 외, 2013; 배정규, 2004; 하경

희, 2019; 황숙연, 2007; Jacobson & Greenley, 2001)에서 회복의 구성요

인 중 희망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청년기 정신장

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스스로 학문적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고 희망감을 가지고 학생의 역할에 도전하고 적응해나가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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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선행연구(김정진, 2004; 성경미, 2003; 최희철 외, 2008; Unger et

al., 1991; Lieberman et al., 1993)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B=-0.42, p>.10), 지각된 사회적 지지

(B=-0.10, p>.10), 지각된 지원체계(B=0.60, p>.1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병의 경과에 대

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재 요인 중 일부 변수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

과에 대해서는 이어질 제6장에서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행연

구들을 토대로 설명할 것이다. 이로써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으며,

[연구가설 2-2], [연구가설 2-3], [연구가설 2-4]는 기각되었다.

Model 2에서 통제변수인 배경·맥락 요인의 교육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B=-0.20, p<.05)와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B=0.41, p<.10)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한 단

위 높아질수록 교육참여를 할 승산(odds)이 18.00%씩 감소한다는 것이

며(Exp(B)= 0.82, p<.05),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교육참여를 할 승산(odds)이 51.00%씩 증가한다는 것이다(Exp(B)=1.51,

p<.10).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정신장애인의 경

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가

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외의 통제변수인 성별(B=0.04, p>.10), 가

구소득(B=0.20, p>.10),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B=-0.73, p>.10), 진

단명(B=-0.29, p>.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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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정신

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가설 3-1]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

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3]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

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4] 지각된 지원체계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본 절에서 마지막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재 요인인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

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가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

의학적 증상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중재 요인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1], [연구가설 3-2], [연구가설 3-3], [연구가설 3-4]를 검

증하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의 상호작용 모형(Model 3)을

설정하였다. 중재 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2)에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형성하여 투입하였다. 한편,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

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한 후에 상호작용항을 형성하여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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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Model 3 :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모형>

 : 교육참여 확률

 : 정신의학적 증상

 : 성별

(0=여성, 1=남성)

 : 연령

 : 가구소득

 :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

(0=없음, 1=있음)

 : 진단명 (0=조현병 외, 1=조현병)

 : 인생에 대한 희망

 :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지각된 지원체계

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

한 Model 3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Model 3의 분석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Model 3의 모형 적합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χ2 =26.48, p<.05),

Nagelkerke R2은 0.37로 Model 3는 3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Model 2의 모형 적합도 및 설명력과 비교하여 더 높아진

수준이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3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만 투입한 Model 2에 비해 청

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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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변 수 B S.E Exp(B)

통제

변수

성별(남자=1) 0.36 0.65 1.43

연령 -0.19 0.11 0.82†

가구소득 0.41 0.28 1.50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 0.30 0.27 1.36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있음=1)
-0.87 0.84 0.42

진단명(조현병=1) -1.51 0.82 0.22†

독립

변수
정신의학적 증상 -0.20 0.38 0.82

조절

변수

(1) 인생에 대한 희망 1.48 0.80 4.39†

(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0.42 0.68 0.66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0.20 0.59 0.82

(4) 지각된 지원체계 0.84 0.65 2.33

독립*

조절

상호

작용

정신의학적 증상*(1) 0.08 0.78 1.08

정신의학적 증상*(2) -1.01 0.82 0.36

정신의학적 증상*(3) 1.03 0.57 2.81†

정신의학적 증상*(4) 1.46 0.66 4.29 *

상수 2.43 2.71 11.32

-2LL 72.01

Nagelkerke R2 0.37

Model χ2 (df) 26.48(15)*

†p<.10 *p<.05 **p< .01

<표 12>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재 요인으로 설정한 조절변수 중

지각된 사회적 지지(B=1.03, p<.10)와 지각된 지원체계(B=1.46,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생에

대한 희망(B=0.08, p>.10)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B=-1.01, p>.10)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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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중재 요인 중에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며, 즉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

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

각된 지원체계는 Model 2의 분석 결과(<표 11>참고)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교육참여에 주효과를 가지지는 않으나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여 독

립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변

수인 정신의학적 증상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모두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보았을 때, 조절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

일현, 2014). 그러나 회귀계수만으로 조절 효과의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으로 상호작용 그래프를 제시하여 조절 효

과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그림 2>, <그림 3>참고).

Model 3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양상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

그래프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와 조절 효과를 보이는 조절변

수 각각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단을 나눈 후, ① 독립변수의 수준이 낮

고 조절변수의 수준이 낮은 집단, ② 독립변수의 수준이 낮고 조절변수

의 수준이 높은 집단, ③ 독립변수의 수준이 높고 조절변수의 수준이 낮

은 집단, ④ 독립변수의 수준이 높고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교육참여 예측확률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상호작용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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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신의학적 증상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먼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신의학적 증상의 상호작용 그래프(<그

림 2>)를 살펴보면, 정신의학적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교육참여의 확률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정신의학적 증

상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

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위험군인 청년기 정신장애

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커진다

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

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 3-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신의학적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의학적 증상

이 낮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교육참여를 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각된 지원체계와 정신의학적 증상의 상호작용 그래프(<그

림 3>)를 살펴보면, 지각된 지원체계의 조절 효과 양상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의학적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각된 지원체계 수준에 따라 교육참여의 확률이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지각된 지원체계 수준이 높은 집단의 교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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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신의학적 증상에 대한 지각된 지원체계의 조절 효과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

각된 지원체계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

었다. 이는 고위험군인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

된 지원체계가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가설

3-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 모두 정신과적 증상 수준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

질 제6장에서 연구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논의

할 것이다. 이로써 Model 3의 분석결과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자원의 조

절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는 기각되었으며,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설 3-3], [연

구가설 3-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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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

하고,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가진다. 청

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는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자, 정신장애인

이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획득하여 사회에 포함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측면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중

요하게 다뤄야 하는 개념에 초점을 둔 연구가 적었고, 특히 정신장애인

의 교육참여 영향요인을 검증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

인의 교육참여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

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회복 관점에 기초하여 청년

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특히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

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내적, 외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건강하게 대처해나

간다면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더 나아가 회

복 관점을 적용하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긍

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정신질환이라는 역경의 제한이 있더라도 삶 속에

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정신의학적 증상을, 중재 요인

으로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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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지원체계를, 결과 요인으로 교육참여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기 정신장애

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은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

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은 정신의

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세부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함으로써 청년기 정신장

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 더불

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특성을 분석하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와 관련한 기초적인 현황을 이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기 정신장애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

의학적 증상,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가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중재 요인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들에 대한 교육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

이를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66명, 여성이 37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이상 25세 미만이 35명, 25

세 이상 30세 미만이 31명, 30세 이상이 37명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00%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결혼 성취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 수준은 가구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3.20%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진단 전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9.50%를 차지하였고, 정신질환 진단 전 직업 경험은 68%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병 전 고등교육의 경험과 직업 경험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정신장애와 관련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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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단명의 경우 조현병이 73.80%를 차지하였고, 유병 기간은 10년 미

만인 경우가 63.10%로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교육참여 현황은 지난 1년간 교육기관에 진학

한 적이 없는 경우가 81.60%로 나타나 대다수의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참여 여부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

적 변인 중에는 연령, 정신장애 관련 변인 중에는 유병 기간,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중에는 인생에 대한 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먼저, 지난 1년간 교육기관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청년기 정신장애인

이 진학하지 않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에 비해 연령이 낮고 유병 기간은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유병 기간

이 짧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참여를 달성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교육기관에 진학한 경

험이 있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진학하지 않은 청년기 정신장애인

에 비해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

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가 인생에 대한 희망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의 요

약이다.

첫째, <연구문제 1>은 스트레스 요인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

스 요인의 주효과 모형(Model 1)을 설정하였다. Model 1은 배경·맥락 요

인들을 통제변수로,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의학적 증상을 독립변수로 투

입한 모형이다. Model 1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신의학

적 증상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가설 1-1]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

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중재 요인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재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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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과 모형(Model 2)을 설정하였다. Model 2은 배경·맥락 요인들을 통

제변수로,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의학적 증상을 독립변수로, 중재 요인인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 적지지, 지각된

지원체계를 조절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Model 2에 대한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 인생에 대한 희망 변수만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1]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

률이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2-2]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와 [연구가설 2-3] ‘지각

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와 [연

구가설 2-4] ‘지각된 지원체계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

인의 상호작용 모형(Model 3)을 설정하였다. Model 3은 배경·맥락 요인

들을 통제변수로,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의학적 증상을 독립변수로, 중재

요인인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를 조절변수로 독립변수와 각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형성하여 투입한 모형이다. Model 3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의 경과에 대

한 희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써 [연구가설 3-3]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

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연

구가설 3-4] ‘지각된 지원체계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

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1]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

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연구가설 3-2] ‘병의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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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희망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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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신의학적 증상,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스트

레스 요인 및 중재 요인의 주효과와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스트레스 요인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정신의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으

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의학적 증상 자체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

(김상희, 2010a; 김정진, 2004; 성경미, 2003; 안성희, 2017; 최희철 외,

2008; Dougherty et al., 1996; Lieberman et al., 1993; Megivern et al.,

2003; Mowbray et al., 1999)에서는 정신의학적 증상이 그 자체만으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정신장애로 인한 기

능적 결함이 학업에 집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육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연구가설 1-1]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이 높을수

록 교육참여 확률이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신의학적 증상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교

육참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입증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와 연구결과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

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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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정신의학적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에서 기

초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대상일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자 간의 정신의학적 증상 및 기능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정

신의학적 증상 자체가 교육참여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회 활동에 대한 의

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는 청

년기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

은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낮췄을 가

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1-1]의 검증결과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

여 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증상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으나, 심리·사회적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뒤이어 논의할 Model 3 상

호작용 모형의 검증결과에서 확인되었으며, 정신의학적 증상은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과 상호작용을 거쳐 교육참여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절변수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와 지각된 지원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정신의학적 증상이 청년기 정

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기 정

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증상은 개인을 둘러싼 외적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93 -

2. 중재 요인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중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 변수 중 인생에 대한

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재

요인 설정에 기초로 둔 회복 관점에서 강조하는 희망의 개념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

증한 결과이다. 인생에 대한 희망을 측정한 설문 문항(<부록>참고)을 토

대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삶의 의미

를 새롭게 부여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자기 통제감을 느끼며 살아갈수록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

이다. 반면에,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희망에 관한 개념이라도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희망보다는 인생에 대한 희망이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

원체계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강석임, 2011; 강석임 & 이용

표, 2013; 김나라 외, 2005; 김미영. 2011; 배정규, 2005; 이수희, 2010; 최

윤정, 2010; 최윤정 & 최송식, 2007; Hoffmann et al., 2001; Liberman et

al., 2002; Schon et al., 2014; Spaniol et al., 1994; Tew et al., 2011;

Torgalsboen & Rund, 1998; Viinamaki et al., 1996)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교육참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는 뒤이어 논의할 Model 3 상호작용 모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이 교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확

인되지 않았으나, 독립변수인 정신의학적 증상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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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효과가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기초로 삼은 스

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스트레스 과정은 복합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설명에 부합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인식

한 외적 자원이 교육참여 과정에서 어떠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그 의

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조절 효과 분석 결과의 논의에서 설

명한다.

3.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한 것은 중재 요인의 조절 효

과에 관한 것이다.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을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적용하여,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재 요인인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의 수

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중재 요인을 회복 관점

에 근거하여 내적, 외적 자원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설정하

였으며,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가 정신의학적 증상에 대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

측하였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의 상호작용 모형은 앞선 Model

1과 2에 비해 높은 설명력(Nagelkerke R2=0.37)을 보여, 중재 요인의 조

절 효과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중재 요인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당사자가 인식한 내

적 자원인 인생에 대한 희망과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은 유의한 조절 효

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

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 요인은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의 양상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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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그림 2>, <그림 3> 참고),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은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 모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은 청년기 정신장

애인의 경우 공식적인 지원체계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

참여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교육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연구한 김상희(2010a)의 연구에서 정신의학적 증상이 학업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정신건강 서비스와 학교 편의와 같은 지원서비스가 완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당사자들이 외적 자

원에 대해 많이 알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은 청년들의 교육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개념과도 연결된다. ICF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건

강상태와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 그리고 사회·환경적 맥락이 모두 장

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김경미 외, 201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건강상태인 정

신의학적 증상과 사회적 상황인 당사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

계가 상호작용하여 교육참여의 결과에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정

신장애인이 교육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개인적 차원의 건강 관리와 함께 환경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와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개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신의학적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교육참여의 확률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신의학적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지각된 지원체계 수준이 높은 집단의 교육참여 확률이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정신의학적 증상이 낮은 청년들은 사

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교육에 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

지 않으며, 지원체계를 높게 인식하면 오히려 교육에 진입하지 않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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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현상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다.

우선, 일부 선행연구(민소영, 2008)에서 치료진과의 지지적 관계가 사

회적 참여활동과 부적 영향 관계를 보인다고 나타난 결과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중심적인 서비스 환경의 문제로 보이

며, 치료진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강할수록 오히려 정신장애인이 지각하

는 낙인 지각이 높아 사회적 활동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소영,

2008). 의료적 관점을 강조하는 접근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생각은 오히려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하경희, 2019).

다음으로, 젊은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혼란스러워하고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김상희, 2009; Unger et al.,

1991), 정신질환 초기나 정신의학적 증상이 적은 상황에서 과잉된 개입

은 오히려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도

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신의학적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당사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지

원체계가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

에 따라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지원을 위한 외적 자원의 접근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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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요인과 요인 간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해

외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원교육의 필요성이나 성과를 분석하는 문헌연

구나 정신장애인의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조사, 대학 생활경험에서의 어

려움을 분석하는 소수의 연구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

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

육참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함의

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 스트레스 요인인 정신의학

적 증상과 중재 요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가 상호작

용을 거쳐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상호작

용 효과를 보인 정신의학적 증상,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지원체계

의 경우 개별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절 효과는

확인되었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스트레스 결과가 복합적인 요

인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청년기 정신

장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외적 자원에 의해 교육참여의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회복 관점에서 정신장애

인을 바라보는 낙관적인 시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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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당사자가 인식한 내적, 외적

자원을 중재 요인으로 설정하여, 중재 요인들의 조절 효과를 주요하게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당사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에서 유의

한 조절 효과가 나타났으며, 조절 효과의 양상은 정신의학적 증상의 수

준에 따라 다르게 확인되었다. 우선,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은 집단에서는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 모

델에서 중재 요인이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특히 정신의학적 증상이 높은 집단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의 조절 효과 양상이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 것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지원에 있어 정신의학

적 증상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생에 대한 희망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

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에서 기초로 한 회복 관점에서 삶의 의미, 미래에 대한 낙관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국내에서도 회복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희망의 개념이 긍정적

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실증적 연구를 통한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참여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회복에서 강조한 개념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도 인생에 대한

희망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 회복 관점이 적용되는

삶이 영역을 확장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99 -

2. 실천적 함의

청년기 정신장애인은 청년기 생애주기의 특성상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

에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 요구와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경험하

고, 정신장애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응의 가중된 어려움 속에서 발달과업

의 성공적인 성취를 이뤄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스트레스 요

인에 대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가 인식한 인생에 대한 희망은 교육참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당사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

는 정신의학적 증상과 상호작용을 거쳐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정신의학적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지원 서비스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의 조

절 효과가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참여를 돕는 과정에서도 차별화된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정신의학적 수준이 높은 청년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개입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자신

이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수록 교육참여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청년기 정신장애

인의 욕구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가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동료, 전문가와의 관계에서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활발하게 교류하고 상호 자원으로

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접근이 가능

한 지원체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중요할 것이다.

반면, 정신의학적 증상 수준이 낮은 청년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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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많이 제공하기보다는 자율성을 가지고 청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

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신

의학적 증상이 낮은 청년들은 환자 취급을 받거나 자신이 도움을 받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따라서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주체

적인 인간으로 존중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국한된 서비

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며 나아가

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희망감을 높여주는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내적 자원인 인생에 대한 희망 수준이 높

을수록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

으므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학과 진학

후 원만한 학교적응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 활동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참여와 관련한 도전을 하는 원동력을 만

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증상 및 기능 향상이나 외적 자원의

구축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내적 자원을 형성하도록 하는 개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희망에 관한 변수 중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는 장애에 대한 수용이나 정신질환의 경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개입보다는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

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도록 격려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도록 하는 개

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청년기 정신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요인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

절 효과를 나타낸 스트레스 요인과 중재 요인의 경우 개별 변수의 주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서 단일한 요인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요인

들이 상호작용하여 교육참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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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교육참여의 욕구가 있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에게 단편적인 서비스만

을 제공해서는 교육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고, 정신의학

적 증상 수준과 당사자가 인식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인식 수준에 따

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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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

구에 대한 제언을 하며 결론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의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한정된 지역과 대상만

을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청

년기 정신장애인으로 한정되었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표집을 진행

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다니지 않거나 요양

시설,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동일하게 적

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혹은 기관 유형별로 확률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거나,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참여를 진학 여부로 정의하여 측정하였기 때

문에, 교육참여의 질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물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률이나 평생교육 참여율이

현저히 낮을 것을 고려할 때, 교육장면에 진입한 자체를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교육지원 서비스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 유지 기간, 교육 형태 등 교육의 질을 측정

할 수 있는 개념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회복 관점에서 당사자의 주관적인 심리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조절변수로 인지적 차원의 개념만을 설정하였

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원의 양이나 규모에 따른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의 차이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특히 물리적인 외적 자원의 유무,

자원에의 접근성,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교육참여

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부재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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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므로 해외 선행연구, 정신장애인의 회복 영향요인, 회복 관점을 토

대로 조절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한 변수

들이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이론

과 선행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교육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구도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 중재 요인의 조절 효과 분

석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지원체계

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중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기초로 삼은 스트레스 과

정 모델과 회복 관점에 의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추론한 논의들을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고 요인 간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이 될 것이

다.

다섯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자 양적 연구로 진행되어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교육참여 과정을 확인하거나, 교육참여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

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와 관

련한 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원교육 서비스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 오

랜 기간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질적 인터

뷰를 통해 교육장면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나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청년기 정신장애인이 교육참여를

해나가는 성장 과정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

해 영향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들이 있지만, 본 연구

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

히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회복 관점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원리와 부

합하는 결과들도 도출되었는데, 희망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것과

당사자가 인식한 외적 자원들이 정신의학적 증상과 상호작용을 거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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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여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더 나

아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이 교육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과 정신의학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당사자가 인식

한 외적 자원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결과로, 이를 통해 정신장애의 제약을 넘어선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의 가능성과 정신의학적 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

스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청년기 정신장애인의 교육참여에 관한 후속 연구와 개입방안 논의를 확

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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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

혀

없

다

한

달

에

한

번

한

달

에

여

러

번

일주

일에

여러

번

거

의

매

일

1
당신은 초조함, 긴장, 걱정, 좌절, 두려운 기분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은 우울한 기분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당신은 외로운 기분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

거나 혹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현재 재학 중 ② (지난 1년 중) 다닌 적 있음 ③ (지난 1년 중) 다닌 적 없음

귀하의 지난 1년간 교육(학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②의 경우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교육기관도 해당됩니다.

[부 록] 설문지

[종속변수: 교육참여]

● 다음은 귀하의 교육 상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독립변수: 정신의학적 증상]

●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경험하고 있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시는지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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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

혀

없

다

한

달

에

한

번

한

달

에

여

러

번

일주

일에

여러

번

거

의

매

일

6

당신이 가진 생각이나 느낌들(혹은 목소리가 들

린다면 목소리도)이 당신이 하려는 일들을 얼마

나 자주 방해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당신은 일상생활의 일들(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

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결정하는데 얼마

나 자주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당신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사고하

거나 집중하는데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느끼십니

까?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르

거나 이상하다고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느끼십니

까?

① ② ③ ④ ⑤

10
당신은 생활이 불편하다거나 혹은 어울리지 못

한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당신은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당신은 생각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문제가 있다

고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당신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당신은 타인을 해치고 싶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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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내게는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내 장래에 대하여 희망적이다. ① ② ③ ④

4 새로운 일들에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5 나의 노력에 대하여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6
치료나 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

임지는 법을 배웠다.
① ② ③ ④

[조절변수1 : 인생에 대한 희망]

● 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삶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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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언젠가는 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① ② ③ ④

2 5년 후에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정신질환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
나의 증상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며, 대체로는 문제가 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모든 병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낫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스스로 나 자신을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조절변수2 : 병의 경과에 대한 희망]

● 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삶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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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거

의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런

편

이

다

거

의

그

렇

다

1 내가 곤경에 처할 때 주위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문제에 관해 가족과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감정에 관해 염려해주는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가족은 내가 의견을 결정하도록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들과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조절변수3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평소 귀하의 가족, 친구, 의미있는 타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 특별한 사람에서 가족과 친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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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매

우

그

렇

다

그

렇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일들을 하는

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정신장애인들끼리 만나는 자조모임에 어떤 모임들이 있는

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게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과 전문가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직업훈련을 시켜주거나, 직업소개를 해주는 기관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 내에 어떤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들

이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6 자조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조절변수4 : 지각된 지원체계]

● 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삶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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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정보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3.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4. 귀하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 전체의 월수입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5. 귀하의 정신질환 진단 이전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6. 귀하는 정신질환 진단 이전에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7. 귀하의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8. 귀하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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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Education Participation among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Kim, Kyung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education participation among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2)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iatric

symptoms and education particip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is a major developmental task in the young

adulthood stage and an important concept in that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cquire a meaningful social role and integrate

into society. However,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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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due to its onset, and even if they get educational

opportunities again, the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adapting.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empirical study of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using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to der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xpanding

educational support for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is study based on the Stress Process Model and the Recovery

paradigm examined how (1) psychiatric symptoms as a stressor and

(2) hope for life, optimistic outlook on prognosi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 perceived support system as moderating factors, effect

education participation of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 factors in the education participation

process. First, how do psychiatric symptoms of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ffect education participation? Second, how do

th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perceived by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ffect education participation? Third, do the

perceived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have a moderating effect in

relationships between psychiatric symptoms and education

participation?

To confirm these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03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ged 20 to 35 years using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the research verified the hypotheses on the main

effects of stress factors, the main effects of mediating factor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mediating factors. The research utiliz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the analysis metho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iatric

symptom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education particip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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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bu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ducation participation through interactions with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upport system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upport systems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education participation

process of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upport systems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sychiatric symptoms. Specifically, when the level of psychiatric

symptoms was high,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support system,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level of psychiatric symptoms

was low,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upport system, and when the level of perceived support system was

high,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decreased somewhat.

Third, the higher the hope for life,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optimistic outlook on prognosi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and hope for life and the optimistic

outlook on prognosis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stressor.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ducation participation among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living in the community were

explor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was empirically

verified.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outcome of education particip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perceived external resources even if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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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psychiatric symptoms.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upport

system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psychiatric symptoms.

Finally, it was proved that the hope for life emphasized in the

recovery paradigm has a positive influence in the education

participation process of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effective practical strategies for expanding education participation of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1) First, providing

differentiated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sychiatric symptoms, (2) second, utilizing interventions that increase

hope for life, and (3) third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that take into

account multidimensional effects in the educational support process.

Despite thes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sample size might be too small to be considered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 Second, it did not consider any

qualitative aspects of education participation. Third, it set the concept

of cognitive dimension as the only moderating variable. Lastly,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which led to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education participa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ese limitations will be complemented in subsequent studies by

securing a sufficient number and representative samples, inputting

various variables, and using longitudinal or qualitative methods.

Key words : young adul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factors

associated with education participation, internal resources,

external resources, psychiatric symptoms, moderating effects,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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