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EP

社會精神醫學 第5卷 第2號 2000
J Korean Assoc Soc Psychiatry Vol 5, No 2

Special lssues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주체：
다학제적 치료팀에서 정신과 의사의 리더쉽*
안

동

현**

：Leadership of Psychiatrists
Manpower in Community Mental Health：
in Multidisciplinary Therapeutic Team*
Dong-Hyun Ahn, M.D., Ph.D.**
 국문초록
정신보건체계는 오랫동안 간호사,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시사 등이 포함되는 다학제적 팀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다학제적 운영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포괄적인 치료를 담당하는데는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병원입원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정신의학에서 그 책임자는 대개 정신과의사였다. 하지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강조되고,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정신보
건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이러한 경향은 곧 여러 경우에 포괄적이고 생물-심리-사회적인 면에 가장 전문
가인 정신과의사를 배제한 채 운영될 것이다. 이것은 중증 정신질환이 의학적 영역에 남아있는 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는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 즉 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 재발성 주요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을 그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은 정신보건체계내 모든 기관에서 정신과의사의 적절한 리더쉽
을 규정하여만 보장될 수 있다.
중심 단어：지역사회정신보건·다학제적 치료팀·정신과의사·의료책임자.

정신보건법 제10조 제2항(정신요양시설의설치·운영)정
신요양시설에서의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1997. 12 .31 개정)
정신요양시설
에서의 요양와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2000. 1. 12 개정)
정신보건법 제15조 제4항(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사
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등 의
료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
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1997. 12. 31 개
정)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
야 한다(2000. 1. 12 개정)

의 정신보건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
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정신보건정책을 전담하는
정신보건과가 중앙정부에 설치되면서 그 동안 보건복지부 병
원행정과, 질병관리과 등에서 주로 병원입원을 위주로 하는
임상정신의학 중심의 정책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1) 이러
한 변화에 의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과거
병원, 입원중심의 임상정신의학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입원치료를 위주로 하는 임
상의학이 강조되는 정신보건체계에서는 주로 정신과의사 및
간호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정신과전문의 및 간

서

론

호사가 필요하고, 그 외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관
련 정신보건전문인력의 참여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양, 구성 및 역할은 국가
*

신질환자들이 단기입원 후 급성 증상이 조절되어 퇴원하면

2000년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Presented at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Academic Meeting at Seoul in Nov. 11, 2000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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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향하

도를 삭제함으로서 그 역할을 대폭 억제함과 동시에 정신보

는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정신

건전문요원들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 감독을 받을 필요가

과전문의가 요구되고 대신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제15조 제4

2)

심리사 등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항). 즉, 지금의 정신보건법에는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별도

정신보건에 참여하는 정신과전문의들에게는 병원중심의 임상

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신보건전문요원, 각 정

의사로서 활동해 왔던 전통적인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 역할

신보건관련시설, 및 시설의 운영에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 감

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존 임상의학 중심의 서비스

독을 삭제함으로서 그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단지 자

에서 그 역할이 미미했던 다른 정신보건관련 인력들도, 지금

문에 관한 사항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신과 전

까지 치료라는 개념과는 다소 상이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문의는 병의원(정신의료기관)에서의 역할에만 국한시키고 있

지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의 규정과 각 분야별 역할 설정이 절

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단지 자문의로 위촉되거나 아

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니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촉받아 운영할 때만 아주 제

물론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대부분

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의 나라에서든지 각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자신들의 역할, 권

이에 비해 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리, 및 의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미 상당한 역사를 갖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여 매우

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현재까지 각 전문가 집단들 간의 역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역할을 대

3)

설정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그것이 가장

폭 강화하면서 동시에“정신과 전문의 지도, 감독에 따라”라

첨예하게 드러난 것이 1996년 경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주에서 추진되어 촉발되었던 임상심리사의 처방전 발행 허용

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4)

5)

여부를 둘러싼 갈 등, 정신보건간호사의 처방권 허용 반대
2)

등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김용익 등 은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하면서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
훈련

이 사업이 확대되면 정신보건인력들이 각자의 고유한 전문영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 과정 및 자격제도를

4)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련하려고 노력함으로서, 향후 한국의 정신보건정책 및 지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나친 자격
(overqualification)이나 잘못된 자격(misqualification)의 문
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정신보건법 과 이에 따라 개정
7)

8)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그리고 각 전문인력의 고유 업무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②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된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서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

대한 심리상담을 규정하고, 정신보건간호사는 ①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한 인력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요양시설에 대

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정신보건법과 그 시

따른 환자관리활동, ②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를 담당한다

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있을 뿐 시행령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 하였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①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

또한 각 정신보건인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신보건법시행

력조사 및 사회조사, ②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

령에 다음과 같이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업지도 및 방문지도를 그 업무 범위로 하고 있다(정신보건법

만, 가장 중요한 정신과전문의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에

이런 현행 규정들을 보면 매우 애매하여 몇 가지를 제외하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이라는 항목에서 자문의로서의 업무에

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정

이러한 규정은 각 전문인력들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

신보건법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에서“의료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더 많아 보인다.

와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및“의료에 관한 지도 자문”
이라

특히 이 번에 정신보건법의 일부 항목이 개정되면 지역사회

는 용어 대신“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이라는 용어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신과전문의 혹은 정신의

대치하면서“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라는 규정을“보

료기관이 정신보건사업의 주체라고 여겨져 왔던 많은 정신

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정신과 전문의의 지

과전문의들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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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을 갖는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원 및 관련 인력과의 갈등 및 협력을 미국 등 외국의 경험과

있다고 규정한 이 조항(정신보건법 제3조 제2항)과 정신보

함께 논의한다.

건법제54조 제2항의“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
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
라 앞으로 각 전문요원들이 직종별로 고유의 훈련 등 자율성
이 대폭 강화된 긍정적 측면과 함께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정신보건법제10조 제2항과 제15조 제4항의 개정
으로“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라고 하는 규정이 삭제
된 것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은 축소되면서, 함께 정신
보건전문요원의 역할은 증대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8조 제4항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에“정신보건전문요원”
을 임명 또
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하여 그 역할은 보다 증가하
였다. 이와 함께 동법 제23조 제3항과 제4항에서 비록 자의
입원이라고 해도 정신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
제한 것은 한편으로는 환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환자
의 자기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 측면도 있지만, 정신과 의사의
결정을 대폭 제한한 측면도 있다. 이같이 금년에 개정된 정신
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관되게 정신과 전문의
의 역할은 제한 내지 축소하는 한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
할은 증대시키고, 독립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단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뿐 아니라, 정신보건체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인하여 상당한 수의 정신과전문의 및
전공의들에게 자신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업무를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숨
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지금 정신과에서
개악된 정신보건법안에서 정신보건간호사, 임상심리사등을
정신과전문의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핵심배경은
정부의 정신보건사업의 비용절감과 대형 정신병원, 정신요양
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중략)--- 물리
치료사, 임상병리사가 개원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보
건간호사, 임상심리사가 정신과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
이 주장의 진위 여부 혹은 옳고 그름을 떠나
다는 겁니다.9)”
분명히 정신과의사들에게 위기감 내지 우려를 일으킨 것은 분
명하고 그 이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중심으로,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정신
과전문의의 역할 및 리더쉽을 중심으로 타 정신보건전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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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보건체계에서 다학제적 치료팀 개념 및 발전
1930년대 이후 병원 입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의학은 약
물 치료와 전기충격요법의 사용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물론 정신분석학의 영향으로 정신분석을 비롯
한 정신요법과 1940년 말 소개된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개념에서 유래된 환경(milieu)의 중요성도 영향
을 미치기는 하였다.10) 하지만 그 이후 1950년 대부터 급속
도로 정신분열병과 우울장애의 치료에서 항정신병약물과 항
우울제의 사용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정신의학의 중요
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신병
원에서 환자의 활동 제한 및 사회와의 차단, 지나친 의료비
부담 및 상승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 대안을 모
색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주요정신질환의 급성기 증상 완화
및 정신병적 와해 상태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
만, 이 질환의 특성상 초기 호전 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까지
의 장기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게 되
었다.
병원중심의 임상정신의학에서는 주된 역할을 정신과전문
의가 수행하고, 그 나머지 역할을 간호사가 당담하고, 그 밖
의 인력은 대개 보조적이거나 미미한 역할이 요구될 뿐이다.
예를 들면 Menninger10)는 병원에서의 정신질환치료에서
각 전문인력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제시하면 정신과의사는
입원 여부의 결정에서부터 진단 및 평가, 치료 계획의 수립,
치료팀 회의 주재, 처방, 퇴원 결정 등 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임상심리사
는 진단적 심리검사 및 개별 및 집단정신치료에 국한하여 역
할을 수행하고,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평가
및 계획 수립, 가족 치료, 기타 주변 인물과의 접촉 및 퇴원
후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국한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같은 병
원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정신의학에서도 여러 전문인력내지
보조인력의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
로 의학적인 평가 및 판단에 근거한 의사의 권위적인 역할이
강조될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논의한 병원중심, 치료중심, 의사중심
의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비판과 도전으로 인하여 결국 정신
보건체계는 상당히 지역사회중심, 예방중심, 타 인력과의 협
력을 중시하는 소위“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로 상당 부분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Rodenhauser11)의 지
적과 같이 정신질환의 의학적 모델의 효과에 대한 제한점,
치료보다는 예방 혹은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경향, 의사이외의
사회정신의학 2000;5(2):146-158

안 동 현

전문인력들의 역할 증대 및 발전과 함께 의료비 상승에 부담

요원을 활용하는 태국 등의 예에서 보여주다시피 매우 다양

을 갖는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관심 등이 이러한 권위주의적

하다14).

치료에서 다학제적 치료팀의 접근을 촉진하게 된 것이라고

표 1의 자료는 1982년도 비교이고, 남정자 등1)의 보고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야되

1994년도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

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급격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지역사회정신보건

상승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과 맞물

사업이 중요한 정신보건정책으로 자리잡고, 시작 단계에 접

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어들고 있기 때문에 각 전문인력간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

하지만 가장 많은 예산과 집중적인 투자를 했었던 미국의

한 진지한 토의가 요구된다.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이들

경우를 보면 이러한 정책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점에

인력들이 이미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현황은 표 2에 제시

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중

되었듯이 1994년과는 불과 5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급격

증 정신질환은 결코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으로 완쾌될 수 있

히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15)

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예산과 인력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병원중심의 전통적

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여도

정신보건체계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강조하는 변화된

이들의 회복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12) 어떻든지 정신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깊숙이 관여하였던 김용익 등2)

분열병 및 기분장애와 같은 주요정신질환에 이환된 많은 환

은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문인력의 갈등과 시행착

자들은 지속적인 증상, 지속적인 장애, 및 재발 경향 등으로

오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뿐 아

인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니라 이와 관련된 그 어느 누구도 이들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이들 재활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른 장애인들의 재활과 달리

원론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할 뿐,1)2)3)14)15) 전문인력 집단간

첫째,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요구된다는 점, 둘째, 스트레스와

의 예견되는 갈등을 줄이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협

생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경우는 아직

점, 셋째, 주택, 직업, 재정적 후원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없었다.

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13) 그 외에도 이들은 증상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엽 등16)의 연구에서 이미 정신과

및 재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일상 생활 및 대인 관

의사들은 앞으로 일차진료의사(타과 전문의 포함)의 정신의

계 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감독이 요구된다. 바로 이러

료서비스 제공분담율이 입원은 약 11～12%, 외래는 약26～

한 점들이 추후 논의할 다학제적 치료팀에서 리더쉽의 역할

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문인력 가운데 하나

과 정신과의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 임상심리사의 정신의료서비스 제공분담율은 1995년에는

이제 한국에서 다학제적 치료팀 접근의 현황과 변화를 살

0%에서 그 비율이 5.3%(2005년), 10.5%(2015년)로 급격

펴보도록 한다. 우선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개념이나 체계가

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김창엽

1)

도입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남정자 등 의 조사에 의하면

등16)이 제시하고 있는 1980년 미국의 정신의료서비스 제공

1994년도 당시 한국의 정신보건인력 현황은 정신과전문의

Table 1. 인구 10만명당
만명당 정신과의사 및 전문인력의 국제비교(1982)

(전공의 포함) 1,398명, 일반의 292명, 간호사 약2,000명,
임상심리사 129명, 사회사업가 144명, 작업치료사 7명으로

국 가

정신과
전문의

정 신
간호사

임 상
심리사

보조인력
미 상

한 국

2.2

2.0

0.13

주로 의사 및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병의원 중

영 국(잉글랜드)

2.4

24.6

0.61

15.2

심의 임상정신의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2.3

17.7

0.89

11.2

이런 상태에서 다학제적 치료팀 접근이라는 것은 전혀 거론

벨기에

10.0

2.3

0.60

3.2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을 인구 10만명당 인력비교

체 코

6.0

0.3

0.48

0.3

6.3

0.70

31.3

를 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표 1에서 제시된

스웨덴
9.6
출처：김용익 등 2), 142쪽

바와 같이 다학제적 팀접근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전개된 국가
일수록 의사대비 타 인력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Table 2. 정신의료기관내 정신의료인력수(1999년)
정신의료인력수

물론 그 타 인력 가운데 어떤 인력을 더 활용하는 지 여부는
각 국가의 사정 및 정책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임상심리사 등 비의료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미국, 일반의
에게 정신과 수련을 시켜 활용하는 스웨덴, 일반적인 보건

총계(명)

정신과
의 사

정 신
간호사

임 상
심리사

사 회
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1,814

2,936

197

390

679

10만명당
3.3*
6.3
0.4
1.0
1.4
*정신과의사수＝정신과 전문의 수＋(정신과 전공의 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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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주체

분담율이 정신과 전문의 25%, 임상심리사 25%, 사회복지사

을 활용한다는 논리가 있어 이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 현실적

및 일반의 40%, 기타 정신과 특수클리닉, 병원 외래, 응급실

인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 치료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만 가지

등이 10% 였다는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여 눈 여겨 볼 필요

고 논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사가 어느 정도 높은 임금 체

가 있다.

계를 가져야하는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하지만, 여

특히 이것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증대와 함께 최근 미

기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

국을 선두로 의료비 상승의 억제 내지 감축과 관련하여 정신

각하여 생략한다. 여기서 전문인력간의 역할 구분에 대해 앞

과 의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면에 대해

17)

욱 관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Slade 등 은 정신과의사 1

서는 별로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토

명의 급여가 2.1명의‘G’
급 정신간호사, 2명의 임상심리사,

의를 위해 Slade 등17)이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병원 및

2.7명의 사회복지사, 2.5명의 작업치료사 급여에 해당한다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91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하였다. 이것은 최근 미국에서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fee-

역할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

for-service)에서 인구 10만명 당 정신과 의사의 수요가 15.

한다(표 3).

8명인 것에 비해 건강관리체계(managed care)에서는 훨씬
수요가 적어서 인구 10만 명당 3.8～4.8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18) 이에 따라 의사이 외의 전문인력 수요가 더욱 급
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의사 1인 당
18)

이런 이유

전문요원 약 4.5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로 해서 앞으로는 이미 앞에서 제시한 1980년의 미국 정신

Table 3. 정신보건서비스에서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의 양(최대
최대
4점
점)
의 사

간호사

임 상
심리사

불안감소기법

3

3

4

3

2

금전관리기술

1

3

2

4

3

역 할

사 회
복지사

작 업
치료사

치 료

인지치료

3

2

4

3

1

요 리

0

2

1

2

3

이다. 그것은 이미 1996년 건강관리회사에 진료비 청구 자료

가족교육

4

4

4

4

2

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전체 진료비 청구(349,686건)에서

가족치료

4

3

4

4

2

박사급 임상심리사에 의해 33.4%, 그 뒤를 정신과 의사(30.

집단치료

2

3

4

4

2

5%), 사회복지사(19.8%), 기타 석사급 치료사(13.8%)들이

양육기술

2

2

3

4

1

약물처방

4

0

0

0

0

사회기술훈련

2

3

4

4

3

지지카운슬링

4

4

4

4

3

의료서비스 제공분담율과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청구의 95%, 양극성 장애의 86.2%는 정신과 의사 단독 혹
은 정신과 의사와 다른 치료자가 함께 청구하였다. 또한 우

평 가

울장애는 62.9%를 정신과 의사가 청구하는데 비해, 적응장

신체질병진찰

4

4

0

1

0

애의 경우는 23%만이, V-코드에 해당하는 문제는 단지 14.

초기의뢰평가

4

3

3

4

3

자실위험평가

4

3

4

4

4

정신질환진단

4

2

3

2

3

정신상태검사

4

3

4

3

4

1%만이 정신과 의사가 차지하였다. 즉, 이것은 정신과 의사
는 보다 심한 정신병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만, 이들이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7%에 불과하

정보제공

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78.9%)이 한

주 택

1

2

2

4

2

따라서

질 병

4

4

4

4

4

아직도 많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다학제적 치료팀

약 물

4

4

3

2

3

복지혜택

2

2

2

3

2

19)

전문인력에 의해서만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접근은 현실적으로 정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하튼 한국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확대는 불가피

기 타
약물투여

4

4

1

1

1

한 현실이고, 이것은 단지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동수단연계

1

3

2

4

2

사업 성격상 다학제적 치료팀 접근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사

주간재활연계

3

2

3

4

3

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병원-, 입원-, 의사-중심의 기존 정

신변관리보조

1

4

3

3

3

신보건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

주택연계

1

2

2

4

2

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것으
로 보여진다. 즉, 의료비 상승의 억제라는 명분이 매우 크게
작용해 왔고, 의사 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의사이외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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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ker

3

3

3

4

3

다학제팀통솔

4

2

2

2

2

2

3

2

3

전문인력지도
4
출처：Slade 등 17),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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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현

표 3에서 제시하는 역할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매

사항이 아니라고 점에 일치하기도 한다. 이후 지역사회정신보

우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도

건사업의 확대와 함께 타 전문인력과의 역할에 많은 갈등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증의 정신질

빚어오던 미국 정신과 의사들은 결국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비

환자를 지역사회에 조기에 복귀시켜 적응하도록 한다는 대

의료인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정신과의사의 역할에 대한 지

원칙에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과 전문적 영역의 구별에 시사

침22)을 제시하게 되었다.

점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얻은 영역이

비슷한 연구가 Faulkner 등23)에 의해 미국 오레곤주의 36

바로 그 전문인력이 가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하

개 지역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

고 있는 것이다.

다. 그는 프로그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

3. 다학제적 치료팀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역할 및 리더쉽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서 다학제적 치료팀 접근이 필요하
지만, 팀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가운데는 팀 구성원간의 역할 혼란, 권위나 추구하는 가
치에 대한 지나친 경쟁, 팀 과제, 치료에 관한 철학이나 모형
에 대한 갈등이나 불명확함, 그리고 팀 리더쉽의 부족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20) 따라서 철학이나 모형의 유형,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명확한 설정 여부, 팀 구성원들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과제 부여, 선의의 경쟁과 함께 적절한 협력관계 수
립, 마지막으로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리더쉽이 다학제적 치
료팀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가 성공적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따라서 어떤 목표에 따라 어떤 전문인력
혹은 어떤 유형의 팀리더가 요구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역
할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주로 정신
과의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내에서 각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오래 전에 미국 뉴욕주 한 병원에서 정신과의사의 부
족으로 치료팀의 책임자를 비의료인력으로 충원하였다. 이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영
역과 그 내용을 조사하였다.21) 먼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의학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 연구에서 비의료인 책임자와 정신과의사 책임
자 사이에 정신과 의사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일치하는 점
도 있었지만, 정신과의사는 자기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하
는 많은 부분에서 비의료인 책임자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 두 집단에서 정신과 의사의 고유 영역이
라고 일치하는 점은 처방 변경에 관한 점 단 한 가지 뿐이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은 투약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전공의 지도, 신경적학적 검사 의뢰 정도였다.
나머지 환자의 입원 및 퇴원 결정, 외출 허가, 집중 관찰 필요
성, 치료 방침의 수립, 폐쇄/개방 병동 여부 결정, 간호사 지
도, 환자의 진단, 심리검사 의뢰, 생리 검사 의뢰 등에서는 정
신과 의사는 자신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비의료
책임자는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반드시 정신과의사가 결정할

는 정신과의사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당시 프
로그램 책임자가운데 정신과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6명
(18%)의 정신과의사가 의료책임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이었
다. 그 외에 14명(44%)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의 역
할, 13명(41%)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
고 있었다. 책임자들이 정신과 의사에게서 얻는 잇점은 고
유의 임상 능력(77%), 프로그램 직원들 교육·지도·자문
(77%), 처방(70%)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 꼽는
것은 단연 높은 보수(75%)를 꼽고 있다. 그들의 응답 가운
데 정신과 의사의 부정적인 것으로 지역기관에 대한 자문
(7%), 프로그램의 활성화(7%)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
며, 지역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부족(25%), 지나
친 의학적 모델의 강조(20%), 의사와 다른 인력간의 역할
균형에 어려움(20%)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널리 퍼져서 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렵 지역
사회정신보건센타(CMHC)에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센타
를 떠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단지 빈처방
전에 사인하거나 혹은 자신이 실제 행하지도 않은 진료 행위
에 대한 진료비 청구서에 서명하는 비윤리적이거나 보람없
는 일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현상마저 나타남에 대해 우려
를 자아내게 되었다.24) 따라서 미국 CMHC 정신과의사협회
회장이던 Clark25)은 센타가 사회복지기관은 물론 진정한 보
건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다시 한 번 미국정신의학회는 앞에서 제시한 지침과 비슷
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에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지침,26)
최근에 수정안27)을 제안하게 된다. 여기서 정신과 의사의 역
할을 생물-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진단 및 치료의 통합적 견
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정신질환과 신체적 요인의 중요
성, 의학적 처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정기적인 처방 점검
필요성 등 중증 정신질환에서 의학적 처치의 중요성을 담당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회 차
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Diamond 등28)의 최근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하다. 전국의 지역
센타를 대상으로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214개소에서 응답하였다. 응답에서 의료 책임자(142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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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타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정책

시해놓고 있다.

결정이나 자문, 수련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이런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각 전문인력이 반드시 어

활동을 하는데 비해, 일반정신과의사(167명)들은 의료서비스

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

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겨우 37%에 불과

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직종

하였고, 오히려 수련(50%), 자문(46%) 등 비의료적인 영역

보다는 오히려 기술(skill)17)이나 리더쉽의 형태31)에 따른 선

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택을 주장하기도 한다. Mosher & Burti30)는 더 나아가 정신

남정현 등14)은“국가정신보건정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

과의사나 박사급 임상심리사는 오히려 행정책임자로는 적합

리나라 역시 전문가 중심체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보

하지 않고, 자문·교육·지도감독·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주

건의료인이 기반이 되는 정신보건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말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직종

결정을 내려야,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정신보건관

간 역할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련 인력과 시설의 양성 및 신설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다(184쪽)”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김용익 등(1994)

김용익 등2)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

은“정부 재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신과의사의 역할을 크게 임상가로서의 역할(의료책임자), 정

단기간 내에 많은 인력이 새롭게 투입되기는 어려우며, 이 경

신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행정책임자), 교육 및 자문가(자문

우 각 정신보건인력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인력보다는 여러 전문 영역의 업무를 두루 수행할 수 있는 인

의 견해와 달리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서 정신과의사의 역

력이 요구될 것이다(147쪽)”
이라고 전망하면서 1, 2차 수준

할은 반드시 행정책임자일 필요는 없다. 반면에 분명히 의료

의 정신보건서비스, 즉 의료사회주의적 보건체계를 지지하고

책임자(medical director)의 역할은 수행하여야 한다. 앞에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지금까지 논의하고

서 Clark25)도 미국의 약 30년 간의 지역정신보건센타의 경

있는 미국과 같이 선진화 및 분업화된 전문인력간의 협조 및

험을 토대로 센타가 결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분명히 사

통합이라는 논의가 퇴색하게 된다. 즉, 이런 기조에서는 가장

회복지적 측면을 갖는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고 경고하기

확립된 전문가 집단인 정신과의사들은 아직 덜 확립된 정신

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서 지역센타

보건전문요원들에게 정신질환자의 치료 혹은 재활 등 처치의

Table 4. 각 전문인력들의 정신보건사업 역할수행에서 강점 및
약점들

상당 부분을 인계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만 하지만, 한

강

국의 전문의사 비율과 일반의사 비율의 불균형이라는 또 다
른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문제에 부딪치
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에서 첨예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앞

의

사

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임상심리사들의 제한적이지만 처
방전 발행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더욱 불거졌었다. 미국정신
의학회에서는 학제간 협력에 공헌한 것에 대한 수상을 하기
시작하여, 4개 전문 직종(간호사, 의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소비자간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두드러진

간호사

점

약

점

1. 의사-환자 관계
수립의 용이함

1. 의료에 대한 배타적
태도

2. 정신의학적
진단

2. 지나친 의학적/
생물학 모형

3. 적절한 통합치료
수립

3. 고액 임금 및
오지 기피

4. 생물학적(약물)
치료 수행

4. 지역사회에 대한
훈련부족

1. 임상적 실제 활동
훈련

1. 병원중심의 임상간호
훈련

2. 신체적 측면

2. 여성, 전문성 부족

기여를 기리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활발한 의

3. 일반체계적 접근

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치료의 수립인데, 결국 이것

1.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훈련

3. 지역/정신보건
훈련 부족
1. 임상/정신보건
전문성 부족

2. 사회 변화를 직접
임상에 개입

2.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 부족

1. 임상에 기반한
연구 수행

1. 대개 이론에 치중는
경향

2. 심리평가를 통한
진단

2. 임상/지역 사회
훈련 부족

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29) 하지만 현실

사회복지사

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인 리더의 역할을 누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또
다시 견해를 달리 하는 수가 많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각
전문인력들의 특성과 교육, 수련 배경을 토대로 그들의 전문
가로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인도와 호주의 예를 들어 이미 표로 제시한 바도 있지만,
이충순 등,3) 김용익 등,2) Mosher & Burti30)가 어느 정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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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3. 인지, 행동수정 등
3. 의학적/생물학적
치료
모형 제한
출처：이충순 등#0, Mosher & Burti30), 참조해서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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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현

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이 지나치게 복지 측면이 강조되어 지

이 정신보건체계의 수립을 놓고 또 한번 홍역을 치룰 각오를

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중증 정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할 것이

질환자들의 지역사회내 복귀와 치료재활이라는 점을 간과해

고, 이미 미국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오래 전에 수행했

서는 안될 것이다. 지나치게 의학적, 생물학적 모형을 강조해

던 경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들은 대

서도 안되겠지만, 이들이 대부분 평생을 약을 복용하면서 수

부분 정신과의사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행정책임자가 되

시로 의학적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잠재적으로

는 것을 양보하는 대신 의료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환자들이라는 측면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책임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정신

점에 있어서 이 번 개정된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등에서 정신

과의사가 갖는 의학적 기술과 수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

요양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에서 정신과 의사를 지도 및 감독

단, 투약, 자문, 치료방침의 수립 등이다.33) 왜냐하면 지역사

을 요하는 규정을 단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회정신보건사업이 결코 가벼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

한다고 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규정인 것이다. 정신보건전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주민에 대한 금연 홍보와 같

문요원의 역할을 증대하고, 그들의 전문 직종으로의 자율성을

은 예방사업이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핵심

인정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중요하

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

고 핵심적인 의학적 판단과 결정을 사회복지사 등의 비의

가지로 이 사업은 입원, 병원, 의사중심의 고비용 정신보건체

료인 전문인력에게 전적으로 맡겨놓는다는 것은 자율성의

계에서 외래, 지역사회, 다학제적 중심의 저비용 정신보건체

존중이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계로 변화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중심에 정신분열병, 기분
장애, 및 심각한 알코올, 약물남용 환자가 위치하고 있기 때

결

론

문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분명 예방이 가능하거나, 완쾌되는
질병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생을 투약과 함께 예측할 수

최근 의약분업 파동을 계기로 개정 정신보건법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신경정신과 전공의협의회가 결
성되고 그들도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
32)

없는 의학적 위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정신과의사가 거의 모든 것을 독점하

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때로는 과격하다는 그들 내부자료 에

다시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서 조차도“---(전략)---정신과 영역에 있어서 정신과

들도 변화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은 이미 전공의협의회의

전문의와 타직종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신과 환

내부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분명해졌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자를 위한 team approach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적

분명히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보건간

절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타직

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집단도 그들의 역할 규정과

종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의 인정 및 의료인 자체의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하며 어떤 협력 관계를

순반력의 강화, 거시적인 안목, 및 역할의 변화도 필요할 것

맺을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 축인 국

입니다. ---(중략)--- 즉, 치료방법의 선택권은 의사가

가도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정신보건

가지고, 실제적인 일부 치료는 타직종의 역할을 인정하여 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총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매

면서, 그들을 현행 의료제도안으로 불러들여서 향후 의료보

우 중요한 문제인 전문인력간의 역할 규정과 그에 따른 적절

험 투쟁에서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 인력 배치 및 수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

합니다. ---(후략)---”라고 다학제적 접근을 인정하고,

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정신과의사는 가장 확립

의사들의 역할 변화,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진

된 그리고 가장 풍부한 경험, know-how를 가지고 있는 집

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좋든지 싫든지 받아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분명히 지역사회정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현행 개정정신보건법 및 시

신보건체계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개악된 것이고, 빠른 시일

행령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책임자로서의 역할마저도

내에 반드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제외하고 복지체계로 편입시키고, 정신과의사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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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J Korean Assoc Soc Psychiatry Vol 5, No 2, November, 2000

：Leadership of Psychiatrists
Manpower in Community Mental Health：
in Multidisciplinary Therapeutic Team
Dong-Hyun Ah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The psychiatric care has been delivered through the combined expertise of multidisciplinary teams that include,
among others, nurse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vital to the
provision of comprehensive care within community mental health setting. Traditionally, mental health hospital have
been headed by psychiatrists. This will be no longer true for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s since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Law on Jan 12, 2000. As soon, the result of the trend will be that the comprehensive, biopsychosocial
expertise brought by psychiatrists has been absent in many cases. This has negative consequences as serious mental
illness are in the medical doma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are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treatment of
large numbers of persons with the most serious mental illnesses, eg.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recurrent major
depression. The qualified care for these persons must be assured through defining appropriate leadership role for
psychiatrist at all levels of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
KEY WORDS：Community mental health·Multidisciplinary team·Psychiatrist·Medical director·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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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1：정신보건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별표 1]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 제1항관련)
종

별

업무의 범위 및 한계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 훈련

공

통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 2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1.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부 록 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진료를 제외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한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신과전문의
4. 전문요원 1급자격 소지자 [본조신설 2000.7.22]

부 록 3：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2)
[별표 2]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 제2항관련)
등 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취득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
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
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부장관이 지정 한한다)한 석사학한
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상 수련을 마친 자
련을 마친 자
수련을 마친 자
1급

2.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2. 2급 정신보건임상 심리사 자격취득 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 무경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
경험이 있는 자
험이 있는 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이상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취득이전
의 경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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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
진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
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
이상 수련을 마친 자
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이상 소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
원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급

※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 록 4：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3)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7조 제2항관련)
종사자의 수

종사자의 수
종사자의 자격

정신병원과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정신과 전문의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과전
공의는 이를 정신과 전문의 0.5인으로 본다.

정신병원과 같음

간호사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
의 1의 범위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정신병원과 같음

전문요원

입원환자 10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전문요
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수련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이
를 전문요원 0.5인으로 본다.

※ 비고：1. 외래환자 3인은 이를 입원환자 1인으로 본다.
2. 정신과전문의의 인력기준은 2002년 12월 30일까지는 입원환자 70인당 1인으로 한다.

부 록 5：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표)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제2항관련)
구

분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
설, 작업훈련시설, 종합
훈련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
1. 시설장：1인
(시설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 정신
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2. 정신과전문의：1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장이 전문의인 경우
나. 시설장이 촉탁의를 둔 경우
다.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라.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3. 정신보건전문요원：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4. 보조원：입소자 정원 1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5. 영양사：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한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1. 시설장：1인
2. 관리인：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두되, 시설의 설치자 또는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
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1. 연평균 1일 이용자 2인은 이를 입소자 1인으로 본다.
2.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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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5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자
문의”
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
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소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2.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사회복귀시설”
이라 한다)에서의 사회복귀
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3.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의 정신보건사업수행에 관한 자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록 7：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필자
주：이것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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