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에 낮병원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황 대 기



정신병원에 낮병원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지 도 유 승 흠 교 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황 대 기



황대기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년 12월 일



감사의 글

지금까지 논문을 쓰면서 감사의 글이 왜 맨앞에 나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마치고 난 지금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부족한 내용들이 새롭게 논문이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도록 시작에서 완성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

시고 학문을 하는 방법과 자세를 깨우쳐 주신 유승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주제를 들고 처음 찾아뵈었을 때, 아낌없이 정신과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

를 아끼지 않으신 민성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원주까지 찾아뵈었던 거리

보다 더 많이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이해종 교수님께 감사드

립니다.

대학원 전과정을 통해 많은 학문적 가르침과 조언을 주신 김한중 원장님과 조우현 교

수님, 손명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통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과 조언

을 해주신 박종연 교수님과 강대룡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다니는 의료법인 순영

재단 가족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병원의 현실과 내용이 논문에 잘 반영되도록 도움

을 주신 이인상 병원장님과 원무과 이은숙 계장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쁜와중에 틈틈히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98년 2월 겨울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에 불광동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처음

찾아갔을 때 지금 저의 길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와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신영수 원장님께 이 논문을 통해 미약하나마 감사

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욱이 김광점 선생님, 김선민 선생님, 김 윤 선생님, 명희봉 선생님,

양동현 선생님, 이정자 선생님, 이평수 선생님, 장혜정 선생님, 홍진표 선생님, 그리고 한국



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 논문을 통해 지난시간 동안 그 분들께서 저에게 배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

도 보답코져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보건간호와 정신보건사회사업에 대해 많은 도움과 관심을 써주신 이순득선생님과

박향경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시기에 배움의 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대

학원 동기 선생님들과 선후배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논문을 완성하고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근본은 부모님의 사랑에서 시

작됩니다. 항상 넓은 마음과 걱정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무

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을 위해 지난시간을 사랑으로 배풀어준 인

경이 누나, 인옥이 누나, 인엽이 누나, 필아누나에게 감사드리며, 네분의 매형과 여섯명의

조카들과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 출발선에서 준비자세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힘껏 뛰어가며 모자란 부문을 채워가야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한글자 한글자 써내려온 페이지 수 만큼 여기에 쓰여진 마음의 표현이 결코 헛

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황 대 기 올림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Ⅱ . 이론적 배경 4

1. 정신보건의료 4

2. 낮병원 32

Ⅲ . 연구방법 52

1. 연구체계도 52

2. 연구대상 54

3. 자료수집 및 분석 58

4. 연구내용 62

Ⅳ . 연구결과 71

1.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 분석결과 71

2. 수익-비용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77

3. 진료부 설문조사의 비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101

4. 환자가족 설문조사의 비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106

Ⅴ . 고 찰 112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112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13

Ⅵ . 결 론 115

참 고 문 헌 117

ABSTRACT 124

부 록 : 설문지 조사표 127

- i -



표 차례

표 2- 1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추이 (92- 97년) 9

표 2-2 정신의료시설 병상의 연도별 증가현황 15

표 2-3 정신의료시설 유형별 병상 현황(1997년) 17

표 2-4 광역권 시,도별 정신보건시설현황표 19

표 2-5 광역권 시,도별 정신보건시설수, 정신병상수, 및

인구 10만명당 정신병상수 20

표 2-6 광역권 시,도별 입원의료기관수, 정신병상수, 입원환자수 및

평균병상이용률 21

표 2-7 광역권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1999년 상반기 병상회전율 22

표 2-8 광역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별 입원환자 현황 23

표 2-9 광역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진단별 분포 24

표 2- 10 광역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별 분포 25

표 2- 11 92-97년 정신과 진료비 변화 추이 29

표 2- 12 병동프로그램 참여인력조사표 43

표 2- 13 병동별 프로그램 현황 44

표 2- 14 정신치료 소집단 44

표 2- 15 정신치료극 소집단 45

표 2- 16 작업치료 45

표 2- 17 예술치료 46

표 2- 18 사회적응기술훈련 46

표 2- 19 활동치료 47

표 2-20 병동별 인력현황 48

표 2-21 낮병원 인력현황 48

표 2-22 낮병원 직종별 1인당 환자수비교 49

표 2-23 폐쇄병동과 낮병동의 평균진료비 비교 50

- ii -



표 2-24 진료비 내역분포 51

표 2-25 낮병원 평균비용항목별 백분율 51

표 3- 1 인접권 정신의료기관별 분포현황표(1999. 6. 30 현재) 55

표 3-2 인접권 정신의료기관 현황표(1999. 6. 30 현재) 56

표 3-3 연구대상병원의 현황 57

표 3-4 연구대상병원의 의료보험 및 보호입원환자간의

월평균 의료수익비교 (초진환자 기준) 57

표 3-5 환자가족 설문조사 대상기준 60

표 3-6 설문지 5점척도 기준 61

표 3-7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고정비용중 인건비 산정에 따른 인력기준 65

표 3-8 야간 당직근무 기준 65

표 3-9 연구대상 비교(입원병동과 낮병원) 66

표 4- 1 낮병원 도입에 따른 적정운영규모 71

표 4-2 낮병원 도입에 따른 인력수준 72

표 4-3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1주간 표준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수준 (1) 74

표 4-4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1주간 표준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수준 (2) 75

표 4-5 의료이용 초기 1개월간 초진환자 1인당 월평균 기본의료수익내역 78

표 4-6 의료이용 퇴원달에 환자 1인당 월평균 기본의료수익내역 78

표 4-7 입원료 산정기준 79

표 4-8 환자 1인당 월평균 고정의료수익 80

표 4-9 재원기간별 환자1인당 월평균 총진료비 수준(신환환자 기준) 81

표 4- 10 월평균 총의료수익비교 (30병상 기준) 82

표 4- 11 입원병동 근무자 직종별 야간근무수당 비교 85

표 4- 12 직종별 인건비 비교 85

표 4- 13 재료비 항목별 비교 86

표 4- 14 관리비 항목별 비교 87

표 4- 15 30병상을 기준으로 한 총비용중 고정비에 대한 내용 88

표 4- 16 30병상을 기준으로 한 총비용중 고정비에 대한 내용 88

- iii -



표 4- 17 비용항목별 월평균 비용내역 (30병상 기준) 89

표 4- 18 고정비와 변동비 항목에 월평균 총비용내역 (30병상 기준) 90

표 4- 19 재원환자의 월별 이익 비교분석 결과 91

표 4-20 재원환자 및 퇴원환자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93

표 4-21 그림구분 개요표 94

표 4-22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 97

표 4-23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연속재원환자 기준으로 한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 98

표 4-24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퇴원환자 기준으로 한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 100

표 4-25 진료부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 101

표 4-26 진료부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2) 102

표 4-27 진료진 전체 인지도와 전체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102

표 4-28 일반적 사항에 따른 진료진 참여도의 통계적 분석 t-Test (1) 104

표 4-29 일반적 사항에 따른 진료진 참여도의 통계적 분석 ANOVA Test (2) 105

표 4-30 환자가족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 107

표 4-31 환자가족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2) 108

표 4-32 환자가족 전체관심도와 전체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108

표 4-33 일반적 사항에 따른 환자가족 참여도의 통계적 분석 t-Test (1) 110

표 4-34 일반적 사항에 따른 환자가족 참여도의 통계적 분석 ANOVA Test (2) 111

- iv -



그림 차례

그림 2- 1 의료보험 적용인구 1천명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증가율 10

그림 2-2 의료보호 적용인구 1천명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 11

그림 2-3 1종 및 2종 의료보호 적용인구 1천명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 12

그림 3- 1 연구의 흐름 53

그림 4- 1 재원기간별 환자 1인당 기본의료수익내역 79

그림 4-2 재원기간에 따른 환자 1인당 월평균 고정의료수익변화 81

그림 4-3 환자 1인당 재원기간별 월평균 총의료수익의 변화 82

그림 4-4 월평균 총의료수익비교 (30병상 기준) 83

그림 4-5 30병상 기준에서 총비용 비교 90

그림 4-6 환자 1인당 기준에서 각각의 이익 비교 91

그림 4-7 30병상 기준에서 각각의 이익 비교 92

그림 4-8 재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A) 95

그림 4-9 30병상 기준으로 전체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B) 95

그림 4- 10 퇴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C) 96

그림 4- 11 30병상 기준으로 전체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D) 96

그림 4- 12 환자 1인당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97

그림 4- 13 30병상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98

그림 4- 14 재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99

그림 4- 15 30병상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99

그림 4- 16 퇴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100

그림 4- 17 30병상 기준으로 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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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입원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일개 지역사회를 대

상으로 그 지역의 정신병원에 낮병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도입될 낮병원에

대한 모델은 조사대상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직을 중심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경제적분석은 조사대상병원의 회계자료와 원무자료를 바탕으로 하

였고, 그리고 비경제적분석은 조사대상병원의 진료진과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하였다.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병원 적정운영규모와 인력수준에서는 일일평균 25명-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5일간 낮병원을 운영하되, 1일 평균운영시간은 7-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낮병원

운영에 대한 인력수준은 의사직 1인, 간호직 1인, 사회사업직 1인, 그리고 자원봉사직 2인

으로 이중 사회사업직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주간

제공되는 표준의료서비스량에서는 개인정신치료와 가족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그리고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위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병원에 낮병원을 도입하고자 할 때, 도입하고자 하는

낮병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과 환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

려하여 수요권역에 소재한 지역사회내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델파이설문조사를 실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낮병원이 단순이 도입하는 일개병원의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재활과 인식의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낮

병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낮병원 운영에 있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신환환자를 기준으로 입

원환자와 낮병원환자를 비교할 때, 이용첫달은 입원환자가 이익이 많이나지만, 2개월 이후

부터는 낮병원 환자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재원하는

환자군과 월말에 퇴원하는 환자군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재원하는 환자군

은 2개월 이후부터, 퇴원하는 환자군은 4개월 이후부터 이익이 산출되는 것으로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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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신병원에서 낮병원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현행입원중인 환자군중에서 곧바

로 퇴원하여 외래로 이용하기 곤란한 환자군중에서 낮병원 이용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원이용기간을 줄이고 낮병원을 이용하

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낮병원의 수

익과 비용산출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낮

병원 예상운영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신과 환자의 진단이 단순이

정신과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내과와 치과 등 타과의 진단명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질환

군별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환자군을 분류하여 이에 따라 투여되는 자원과 비용을 산출하

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형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낮병원 수가가 산

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료보험환자와 동일한 서비스제공 조건에서는 원가에 못미치므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정신보건의료의 특성상 경제학적이 한 부문만으로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

려우므로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도입하

고자 하는 낮병원의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병원의 인식수준과 현재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

다.

이 연구는 자료수집대상이 일개병원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정신병원에 적용

하가에는 고려할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경영수준을 고려할 때,

이 연구와 같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

적으로 정신병원이 경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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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증상의 완화와 더불어 사회적응과 재활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

이 절실하지만, 현재 국내의 지역사회 내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퇴원 후 사회복귀한 환자들의 적응을 돕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간단계 치료가 부족한 현황은 정신질환자의 재발과 재입원을 반복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 환자들은 만성화의 경과를 밟게 된다. 환자의 증상이 만성화되면 가족들

의 부담과 고통은 커지며, 환자와 가족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그 결과 재발

과 만성화의 연장이라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증상

의 완화 뿐만 아니라 현재 환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에 초점을 두

고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원 후의 올바른 사회적응을 위하여 포괄적인 정신사회

직업 재활치료를 시행하며, 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나 환자로 인한 가족의 갈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적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접근방

법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병원, 중간주거시설,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 등이

있는데, 특히 부분병원은 그 이용시간에 따라 낮병원, 밤병원, 주말병원 등이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낮병원1) (day hospital)이다.

낮병원은 1953년 Maxwell Jones가 치료적 공동체 (therapeutic community)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발전되었고2), 최근에는 국내의 정신과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의학적 모델의 치

료접근법을 벗어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보험수가에 그 치료비용

이 일부 인정되면서 정신과 병의원에서의 운영이 확산되고 있다.

낮병원은 입원치료에 대한 대처기능을 할 뿐 아니라,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며, 지역사회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1997),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보고서.
2)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1997),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보건소활동, 제7장 낮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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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복귀와 사회적응을 돕는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단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낮병원 치료는 입원치료에 비해 비용효과적3)이며, 재발과 재입원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들4)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통과된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1

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료정책

은 과거의 숨겨진 그늘에서 벗어나 환자의 인권과 사회재활에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나아

갈 것이다.지난 1999년 11월 15일부로 시행된 정신과 의료보호수가 재원기간별 차등제의

실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의 낮병원 수가도입,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의 전국

적 확대실시 등은 기존의 입원위주의 정신병원 운영에서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촉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현재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입원 및 수용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일개 지역사회

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정신병원에서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정신보건의료정책

과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낮병원도입에 대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자고 한다.

3) 이영문(1999), 우리나라 낮병원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99정신건강의날 기념 학술세미나.
4) 방승규, 백인호, 한상엽(1977), 낮병원 입원환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6(1) : 61-64.

Herz MI(1982), Research overview in day treatment.Int J Partial Hospitalization 1:33-44.

박혜영(1984), 정신질환자의 관점에서 본 낮병원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기은, 조맹제(1990), 보호병동 치료후 낮병원으로 전원된 정신분열병 환자의 임상특성, 신경정신의학 29(2)

368-379.
이호경(1996), 정신과 환자의낮병원 퇴원계획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재, 윤성철외 4명(1998), 정신병 환자의 통합치료를 위한 낮병원 모델의 효과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7(6)
109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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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입원 및 수용위주로 폐쇄된 지역정신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2001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정신보건법의 제정취지와 현재 추진중인 지역정신보건사업등

현재 상황에 맞추어 정신질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새로운 운영체계를 위한 사

업의 일환으로 낮병원 도입에 관해 사업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새로운 정신과적 치료수단인 낮병원에 대

해 해당병원에 적합한 낮병원 규모와 제공량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 운영모형을 설정한

다.

둘째, 경제적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입원병동의 재원기간별 수익

과 비용수준을 분석하고, 도입될 낮병원에 대한 예측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

하여, 상호비교한다.

셋째, 경제적 타당성이외에 비경제적 도입 타당성에 대한 내용으로, 공급자인 진료부와

수요자인 환자가족에 대해 낮병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반응에 대해 분석

한다.

끝으로 이들을 종합적인 결과를 통해 연구대상병원에서 낮병원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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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정신보건의료

1.1 국내 정신보건의료의 정책과 방향

1) 국내 정신보건의의 정책역사5)

1983년 KBS TV의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통해 무허가 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된 이후, 많은 국민의 분노 속에 무허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

질환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국가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취약

성과 후진성이 단시간 내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정

부의 정신보건정책의 기조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방위적 시각에서 정신병상 및 수용시설

확충정책이 중심을 이루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신병원을 증설하고 무허가 기도

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 하면서 정신병상을 확대해 나갔다.

그 후 무허가시설에 수용되었던 정신질환자의 처우가 일부 나아지기도 하였으나, 정신

병상과 수용시설 증가는 장기입원 또는 장기수용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최소한의 정신의료가 서비스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으로 국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병원과 수용시설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체계는 정신질환에 대

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거주나 취업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내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진 정신질환자

5) 서동우, 김윤 이외 4명(1999),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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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1960년대부터 미국등 선진외국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이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주

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이후 꾸준한 탈원화가 진행되어 전체 병원 또는 시설 입원환자의

1/ 2 내지 3/4 에 해당되는 많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가톨릭의과대학 정신과에서 개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과 낮병원

과 광주의 천주의 성요한병원에서 정신장애자 재활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86년 태화

샘솟는집이 문을 열면서 처음으로 병원거점(hospital-Based)이 아닌 지역사회거점

(community-based)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지역사회 전체를 사

업의 단위로 생각하는 정신보건사업 시범을 강화도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

전의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의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확대를 위한 개별적 역량 축척의 의

미만을 가졌고 보편화된 국가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로 구조화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이후 WHO 등의 국제기구로 부터의 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후진

성에 대한 지적과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의 전환에 대한 권고가 늘면서 많은 정신보건 전

문가와 공무원들이 선진외국의 선진적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기 시

작했다. 많은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속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는 정부내에서도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체계 개발 및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개발6), 정신질환자 재분류 및 정신보건의료시설기준 개발연구7), 정신보건

의 현황과 정책과제8), 학교 정신보건사업9), 정신요양원 수용자의 사회복귀 및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10), 도시재가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 11), 농촌 재가환

자를 위한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 12) 등의 용역연구를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

6) 김용익,김창엽외(199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체계 개발 및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개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7) 이호영,정영기,김병후외(1994), 정신질환자 재분류 및 정신보건의료시설기준 개발연구, 아주대의대.
8) 남정자,한영자,최정수외(1994),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민성길외(1994), 학교정신보건사업, 연세의대 정신과학교실.
10) 이호영,이영문외(1995), 정신요양원 수용자의 사회복귀 및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아주대의대 정신과학

교실.
11) 이호영,김병후,양옥경외(1995), 도시재가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 아주의대 정신과학교실.
12) 신영수,홍진표,김윤(1994), 농촌재가환자를 위한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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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러한 이념의 시범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이것이 곧바로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된 인

권침해 소지에 대한 논란은 군사독재 정권이 문민정권으로 대체되면서 갈등의 무게가 줄

기 시작하였고, 결국 오랜 논란 끝에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

은 부족하나마 국가정신보건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의 병원 및 수용시설에서의 장기입원이나 장기수용위주의 징신질환자

관리가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주요한 중심축이었으나 이제 정신질환자를 지역하회에서 보

통사람과 같이 사회에 통합된 가운데 치료하고 재활시키겠다는 것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축이 된 것이다.

1995년말의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아주 적게나마 시작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은 2000년 현재 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병상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입원 및

수용환자의 재원기간은 좀처럼 감소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

환자가 거주하면서 생활하기에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1999년 개

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를 법정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2000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복지 서

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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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광역단체별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문제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시한 사업이며, 이후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시중에 있다.

그리고, 의료보호 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과 사회로의 복귀하기 위해 재원기

간별에 따른 입원환자의 수가차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낮병원 수가를 산정하여 의료보

험환자와 동일하게 낮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하였다.

장애인범주에 포함되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

복성우울장애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중 일부)로 분류하여 각 질환별에 따라 등급을 1

급 - 3급으로 나누었으며, 1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

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위해 장

애인등록 이전 1년간의 치료기록을 제출하여야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정신보건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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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신보건의료 공급및수요 현황

본 란에서는 정신보건의료의 공급 및 수요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정리하였다.

국내 전반적인 정신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리와 본 연구대상지역의 주요 공

급 및 수요권역인 부산, 광주, 경남, 전남 등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급 및 수용 현황

에 대해 정리13)하였으며, 전국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를 실시하였다.

1)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양상14)

우리 나라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양상은 선진국과 달리 입원서비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1997년 전체 정신의료이용량 중 입원서비스가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

신요양원 수용환자를 포함할 경우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1992∼1997년 사이에 외래방

문건수는 1.23배 증가한 반면, 입원일수는 1.57배나 증가하여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입

원서비스 위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입원 위주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는 주로 의료보호 환자의 급격한 수용

화에 기인하였다. 1997년도 의료보호 전체 의료이용 중 입원의료이용 구성비는 약 90%로

의료보험의 3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997년 의료보호환자의 입원일수는 전

체 정신과 환자 입원일수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비는 점차 증가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2∼1997년 사이 의료보호환자의 입원일수 증가비는 약 1.66배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13) 서동우, 김윤 이외 3명(1999),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4) 서창진 이외 4명(1999), 정신병원 운영효율화 및 수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8 -



표 2- 1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추이 (92- 97년)

단위: 일, 건,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이용량

입원

일수

보험 2,840 2,873 3,062 3,435 3,742 3,980

보호 3,370 3,565 3,838 4,541 4,794 5,607

소계 6,210 6,438 6,900 7,976 8,536 9,587

외래

방문건수

보험 5,214 5,616 5,873 6,088 6,273 6,483

보호 541 695 655 510 519 616

소계 5,755 6,311 6,528 6,598 6,792 7,099

구성비

입원

일수

보험 45.7 44.6 44.4 43.1 43.8 41.5

보호 54.3 55.4 55.6 56.9 56.2 58.5

외래

방문건수

보험 90.6 89.0 90.0 92.3 92.4 91.3

보호 9.4 11.0 10.0 7.7 7.6 8.7

증가비

입원

일수

보험 100 101 108 121 132 140

보호 100 106 114 135 142 166

소계 100 104 111 128 137 157

외래

방문건수

보험 100 108 113 117 120 124

보호 100 128 121 94 96 114

소계 100 110 113 115 118 123

주 : 1) 의료보험연합회(1992, 1994, 1996, 1997), 의료보험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관리공단(1992, 1994, 1996, 1997), 의료보호통계.

2)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증가율

의료보험의 적용인구 1천명당 입원 및 외래 의료이용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그림

2- 1과 같다. 의료보험의 적용인구 1천명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추세는 입원 및 외

래 모두 1990년 이후부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원의 경우 1994년

부터 증가율이 약간 상승하고 있다. 적용인구인 1천명당 입원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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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로, 외래방문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인구 1천명당 연간 입원일수는 84일이었으며, 외래 방문건수는 141건이었다.

그림 2- 1 의료보험 적용인구 1천명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증가율15)

주 : 1)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7

의료보호 적용인구 1인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추이는 그림 2-2와 같다. 1992∼

1997년 사이에 입원일수는 1.66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0.7% 였으며, 외래방문건수

는 1.14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6% 였다. 이를 적용인구 1천명당으로 표준화하면

정신의료서비스 증가율은 더욱 높았다. 1992∼1997년 사이에 입원의 경우 연평균 22.2%

증가하였으며, 외래의 경우 연평균 11.9%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의료보호 적용인구가

1992∼1997년 사이에 연평균 9.4% 감소하여, 1992년 약 270만명에서 1997년 약 160만명으

15) 서창진, 김윤외(1999), 정신병원운영효율화 및 수가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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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 의료보호 적용인구 1천명당 입원일수는 3,415일로 의료보

험의 약 41배이며, 외래방문건수는 354건으로 의료보험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그림 2-2 의료보호 적용인구 1천명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16)

주 :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호통계. 각년도

1994년부터 의료보호 중 의료부조가 폐지되어 1996년부터 의료보호는 1종 및 2종 의료

보호 적용인구만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1종, 2종, 의료부조간에 본인부담금에 차등이 있

었기 때문에, 미래의 정신의료서비스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1종과 2종 의료보호의

의료이용량 변화율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호 1종 및 2종의 인구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변화추이는 (그림 2-3)과 같았

다. 1997년 의료보호 적용인구는 1종 약 60만명, 2종 약 100만명이다. 1992∼1997년 사이에

1 종의 경우 연평균 2.7%, 2종의 경우 연평균 9.9%, 1종 및 2종 전체로는 연평균 7.7%씩

감소하였다(의료보호 통계연보, 1997).

16) 서창진, 김윤외(1999), 정신병원운영효율화 및 수가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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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7년 사이에 1종 및 2종 의료보호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은 연평균 입원

11.1%, 외래 3.3% 증가하였다. 2종 의료보호의 경우 외래방문건수는 오히려 0.2% 감소하

였다. 1992∼1997년 사이에 1종 및 2종 의료보호 적용인구 1천명당 의료이용량은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의 증가율은 20.3%, 외래방문건수의 증가율은

11.9%로 입원일수의 증가율이 약 2배 가량 높았다.

1997년 1종 의료보호군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은 2종 의료보호군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입원의 경우 1종 의료보호군의 적용인구 1천명당 입원일수는 7,060일로 2종의 의

료보호군의 1,305일의 약 3.1배였다. 외래의 경우 1종 의료보호군의 적용인구 1천명당 입

원일수는 653건으로 2종의 의료보호군의 214건의 약 3.0배였다.

그림 2-3 1종 및 2종 의료보호 적용인구 1천명당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량17)

주 :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호통계. 각년도.

17) 서창진, 김윤외(1999), 정신병원운영효율화 및 수가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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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의료시설 현황

정부는 지난 10여 년 간 정신병상 확충에 주력해 왔고, 그 결과 1997년 현재 전체 정신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02병상18)으로 적절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

부의 정신질환자 및 소요병상 추계는 1990년 이전에는 외국의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정

신질환자수를 전체 인구의 1%로, 이들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를 16%로 추정했

다.

1990년 이후 문옥륜 등(1989)의 정신질환의 이환 상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질환자 수를 전 인구의 2.16%, 이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기질적 정신병상태, 기타 정

신병, 인격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및 성도착)를 환자의 11.6%로, 또한 이에 소요되는 정

신병상 수를 입원을 요하는 정신질환자의 약 31%로 추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필요 병상수를 추정해 왔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1993년부터 경기도 연천

군 및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과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

었다. 이러한 흐름이 결실을 거둬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1996년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

정,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국가정신보건정책의 변화가 법제화가 이루어졌

다.

이러한 지역정신보건정책의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정신보건시범사업이 시작

되었으며, 점차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1994년부터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

한 전국의 약 40여개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8) 이는 정신요양원 병상을 포함한 수치이다. 현재 1만 8천여 명의 정원을 가진 78개의 정신요양원은 정신보건법

의 경과규정에 따라 7년내에 연차적으로 정신요양원을 정신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도록 예정되

어 있으며, 대부분의 정신요양원이 정신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정신요양

원의 병상을 정신병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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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정신병원 병상 위주의 병상확충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단기치료병상 위주로 병상을 확충하고 및 정신병상

의 지리적 균등 분포를 촉진하며, 다양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개발, 제공할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적어도 선언적인 수준에서

라도- 1993년 이후에 그 이전의 시기보다 정신병상 신 증설이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그

에 따라 단기입원 병상의 비중은 감소하고 지리적 분포는 더욱 악화되는 등 정신보건법과

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병상의 증가가 민간정신병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4년부터 1997년까지 전체 정신병상수는 약 3.2배 증가하였는데, 민간정신병원의 병

상 수는 무려 약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2-3 참조). 대부분의 선진 외국은 지역정신보

건정책에 근거하여 대형정신병원의 병상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을 늘려나가고 있다(표 2-4 참조).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와 반대로 대형 민간정신병

원 위주로 정신병상이 확충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이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과 배치되는 방향인 수

용 위주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병상도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들 정신병상 중 상당 부분은 정신병원과 큰 차이 없는 정신과 중심의

병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정신병원 위주로 정신병상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지나친 수용화 현

상을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귀 할 수 없는 만성정신질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하

여 정신병상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진 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

하여 알고 있다. 향후 지역정신보건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민간정신병원의 병상을 줄이

기 매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정

책 연구 및 시범사업이 움트기 시작한 1994년 이후에 이러한 민간정신병원 위주의 정신병

원 증가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정신보건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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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정신의료시설 병상의 연도별 증가현황

단위: 병상, %

구 분 1984 1987 1990 1993 1996 1997

정신병원

국공립

사 립

1,930
(100)
1,022
(100)

2,663
(137)
2,542
(248)

3,708
(192)
4,964
(485)

4,284
(221)
5,763
(563)

5,570
(289)
9,360
(916)

6,979
(362)
11,962
(1,170)

소 계
2,952
(100)

5,205
(176)

8,672
(293)

10,047
(340)

14,930
(506)

18,941
(642)

(종합)병의

원

(종합)병원

의 원

2,064
(100)
1,091
(100)

3,371
(163)
999

(91)

4,219
(204)
1,218
(111)

5,488
(265)
1,384
(126)

7,754
(376)
1,492
(137)

7,950
(385)
1,660
(152)

소 계
3,155
(100)

4,370
(138)

5,437
(172)

6,872
(217)

9,246
(293)

9,610
(305)

소 계
6,107
(100)

9,575
(156)

14,109
(231)

16,919
(277)

24,176
(396)

28,551
(468)

정신요양원
8,349
(100)

12,538
(150)

17,432
(208)

17,696
(211)

18,182
(218)

17,972
(215)

계
14,456
(100)

22,113
(152)

31,541
(218)

34,615
(239)

42,358
(293)

46,523
(322)

총인구(천명)
40,406
(100)

41,575
(103)

42,869
(106)

44,056
(109)

45,248
(112)

45,991
(114)

주 : 1)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각년도.

2) 보건사회부, 정신보건사업지침, 1994.

3)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자료, 1996.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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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 정신병상 수와 지역정신보건

과도한 병상 공급은 초기 투자비용 이외에도 폐쇄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비용을 발생

시키므로 불요불급한 병상의 확충은 의료기관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상당한 비효율

을 초래한다. 또한 과도한 정신병상을 보유할 경우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게 됨으로

써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는 다시 정신병상을 수요 증가를 초래하

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적정한 정신병상수의 추계 및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적정 정신병상 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입원 수용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정

신보건서비스의 개발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정신병상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을 도입한 1970년 이후

정신병상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적정 정신병상 수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한데 인구 천명당 1.0병상이

최적이라는 WHO의 기준과 인구 천명당 0.4∼0.5병상이면 충분하다는 Talbott (1988)의 주

장 등이 대표적이다. 1996년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신병상 수(정신요양원 제외 인구 천명

당 0.62병상 또는 정신요양원 포함 인구 천명당 1.02병상)는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전체 정신병상 수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신병상의 성격 -급성치료병상(단기

치료병상)의 구성비, 대형정신병원과 일반병 의원 정신과 병상의 구성비- 과 지리적 분포

의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정신병상정책은 단순한 양적 확대 위주로 전개되어, 결과적으로

대형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병상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장기요양병상이 지나치게 높은 비

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지리적 불균등 분포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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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신의료시설 유형별 병상 현황(1997년)

구 분 기관수 병상수(정원) 구성비(%) 구성비(%)

전체 계 600 42,358 100.0

정 신

의 료

기 관

소 계 593 28,551 100.0 61.4

정신

병원

국 립

공 립

사 립

5

13

39

3,610

3,369

11,962

12.6

11.8

41.9

7.7

7.2

25.7

소 계 57 18,941 66.3 40.7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과 의원

143

20

373

4,585

3,365

1,660

16.1

11.8

5.8

9.9

7.2

3.6

소 계 536 9,610 33.7 20.7

정신요양원 73 17,9721) 38.6

1) 현원 18,696명

주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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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병상 위주의 정신병상 구성

우리나라의 1997년 현재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및 정신요양원 병상 수와 구성비는 (표

2-6)과 같다. 현재 전체 정신병상수 46,523병상 중 정신의료기관이 61.4%, 정신요양원이

38.6%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 66.3%,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

과, 정신과 의원이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정신의료기관을 평균 재원일수를 근거로 단기 및 장기 병상으로 구분할 수 있

다19). 일반병 의원 정신과만을 단기치료병상으로 간주하고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이 넘는

국공립정신병원과 약 480일 넘는 민간정신병원, 약 7년인 정신요양원을 모두 장기요양병

상으로 간주하면, 우리 나라 전체 정신병상의 단기치료병상은 약 20%에 불과하며, 약 80%

는 장기요양병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신병원 중 국공립정신병원과 민간정신병원의 의료보험 병동은 일반병 의원

정신과와 민간정신병원 의료보호 병동 및 정신요양원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

라서 정신병상의 보다 세분하면 일반병 의원 정신과를 단기치료병상으로, 국공립정신병

원과 민간정신병원의 의료보험 병동을 중기병상으로, 민간정신병원의 의료보호병동과 정

신요양원은 장기입원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정신병

상의 약 60%는 장기요양병상에 해당하며20), 약 20%는 중기병상, 약 20%는 단기치료병상

에 해당한다.

19) 일반병의원 정신과 중 실제로는 정신병원과 성격이 유사한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분류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20) 남정자 등(1994)에 의하면 민간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약 77%를 차지한다. 따라서 민간정신병

원의 장기요양병상이 전체 정신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로 추정됨.

- 민간정신병원 장기요양병상의 비중

= (민간정신병원 병상 수 * 의료보호환자 구성비) / 전체 정신병상수 *100

= (11,962병상 * 0.77) / 46,523 병상 * 100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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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역권에 소재한 정신보건시설현황(1999. 6. 30 현재)

연구대상병원이 속한 지역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21)되었으며, 부

산지역은 사립정신병원의 수와 병상수가 많았고, 경남지역에서는 병원급정신과의 수에 비

해 병상수가 많았다.

표 2-4 광역권 시,도별 정신보건시설현황표

단위 : 개소, 병상, %

구

분

합 계

정 신 의 료 기 관 정신
요양
시설

사회
복귀
시설

정신
보건
센터소 계

국립
정신병원

공립
정신병원

사립
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과
의원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전

국
792 53,506 675 36,387 6 4,050 12 3,561 48 16,908 141 5,224 39 5,167 429 1,927 63 16,584 16 85 38

부

산

81 6, 134 74 4,787 - - 1 331 11 3,267 21 398 5 617 36 174 4 1,327 2 20 1

10.2 11.5 11.0 13.2 - - 8.3 9.3 22.9 19.3 14.9 7.6 12.8 11.9 8.4 9.0 6.3 8.0 12.5 23.5 2.6

광

주

32 790 31 819 - - 1 280 2 292 2 64 5 34 21 149 2 293 - - 1

4.0 1.5 4.6 2.3 - - 8.3 7.9 4.2 1.7 1.4 1.2 12.8 0.7 4.9 7.7 3.2 1.8 - - 2.6

경

남

50 7,589 41 6,098 1 650 1 350 5 2,115 6 215 7 2,644 21 124 6 1,491 2 - 1

6.3 14.2 6.1 16.8 16.7 16.0 8.3 9.8 10.4 12.5 4.3 4.1 17.9 51.2 4.9 6.4 9.5 9.0 12.5 - 2.6

전

남

27 3,217 20 1,598 1 600 - - 2 707 5 87 2 194 10 10 6 1,619 - - 1

3.4 6.0 3.0 4.4 16.7 14.8 - - 4.2 4.2 3.5 1.7 5.1 3.8 2.3 0.5 9.5 9.8 - - 2.6

주)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 8월 31일 현재, 각 광역권에 굵게 표시된 숫자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 서동우, 김윤 이외 4명(1999),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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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역권 인구대비 정신병상수급현황(1999. 6. 30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전체 정신병상수 112.0을 1.0으로 보았을 때, 경남권, 부산권,

전남권, 그리고 광주권 순이었다.

표 2-5 광역권 시,도별 정신보건시설수, 정신병상수, 및 인구 10만명당 정신병상수

단위 : 개소, 병상, %

광 역 권 역 정신보건시설수 정신병상수
인구 10만명당

정신병상수
병상의 상대적 비율

전 국 792 53,506 112.0 1.0

부 산 81 6, 134 155.8 1.4

광 주 32 790 58.5 0.5

경 남 50 7,589 243.5 2.2

전 남 27 3,217 145.7 1.3

주) 정신보건시설수와 정신병상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을 포함한 것임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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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역권 입원의료기관대비 평균 병상이용률 현황(1999. 6. 30 현재)

부산권과 전남권의 평균병상이용률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경남권과 광주권은

낮은 수준이었다.

표 2-6 광역권 시,도별 입원의료기관수, 정신병상수, 입원환자수 및 평균병상이용률

단위 : 개소, 병상, 명, %

광 역 권 역 입원의료기관수 정신병상수 입원환자수 평균 병상이용률

전 국 275 36,837 33,647 87.3

부 산 35 4,787 4,800 99.2

광 주 10 819 677 80.2

경 남 21 6,098 5,584 86.9

전 남 10 1,598 1,643 90.6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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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역권 정신의료기관 1999년 상반기 병상회전율 현황(1999. 6. 30 현재)

광역권 상반기 병상회전율에서 부산권과 경남권의 병상회전율이 낮았으며, 대체로 병

상회전율이 낮은 곳은 사립정신병원의 병상수가 많은 곳이었다.

표 2-7 광역권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1999년 상반기 병상회전율

단위 : 병상, 명, %

광 역 권 역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입원환자수 퇴원환자수 상반기 병상회전율

전 국 36,837 51,724 46,793 1.3

부 산 4,787 5,692 4,790 1.0

광 주 819 1,312 1,183 1.4

경 남 6,098 6,189 4,972 0.8

전 남 1,589 2,489 2,143 1.3

주) 1999년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의 6개월에 한함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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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역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별 입원환자 현황(1999. 6. 30 현재)

입원유형별에 따른 현황에서 부산권과 경남권의 자의입원율이 낮았고, 특히, 경남권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가족에 의해 입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8 광역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별 입원환자 현황

단위 : 명, %

광 역 권 역 총입원환자수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지역단체장

전 국
33,647 3,207 24,294 6,146

100 9.5 72.2 18.3

부 산
4,800 407 3,115 1,278

100 8.5 64.9 26.6

광 주
677 17.3 505 55

100 17.3 74.6 8.1

경 남
5,584 436 4,041 1,107

100 8.4 78.0 21.4

전 남
1,643 227 1,202 214

100 13.8 73.2 13.0

주) 전체계에서 나타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중 보호의무자가 지역단체장인 6,146명중에는 국립감호정신병원

에 입원한 711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3 -



12) 광역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정신과 질환군별 분포현황(1999. 6. 30 현재)

부산권과 경남권의 입원환자중 알콜중독환자의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광

주권과 경남권의 치매환자 비율도 높았다.

표 2-9 광역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진단별 분포

단위 : 명, %

광역권역 전 체 정신분열병 조울증 알콜중독 우울증 정신지체 치매 신경증 기타

전 국
33,647 19,045 1,816 5,916 1,259 1,179 1,498 689 2,245

100 56.6 5.4 17.6 3.7 3.5 4.5 2.0 6.7

부 산
4,800 2,958 237 883 185 128 101 114 194

100 54.1 4.9 18.4 3.9 2.7 2.1 2.4 4.0

광 주
677 349 41 109 29 21 54 9 65

100 51.6 6.1 16.1 4.3 3.1 8.0 1.3 9.6

경 남
5,584 2,746 232 1,127 206 317 447 48 461

100 49.2 4.2 20.2 3.7 5.7 8.0 0.9 8.3

전 남
1,643 952 95 258 38 65 49 18 168

100 57.9 5.8 15.7 2.3 4.0 3.0 1.1 10.2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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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역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별 분포현황(1999. 6. 30 현재)

부산권과 경남권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원환자의 재원기간이 전국평균에

비해 길었다. 특히, 경남권의 경우 1개월 미만환자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아 신환환자가

적었다.

표 2- 10 광역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별 분포

단위 : 명, %

광역
권역

전체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 12개월 1-3년 3-5년 5- 10년 10년 이상

전 국
33,647 6,054 7,664 5,395 5,666 5,558 1,472 1,266 572

100 18.0 22.8 16.0 16.8 16.5 4.4 3.8 1.7

부 산
4,800 867 898 607 1,244 685 173 278 48

100 18.1 18.7 12.6 25.9 14.3 3.6 5.8 1.0

광 주
677 161 159 107 123 126 1 - -

100 23.8 23.5 15.8 18.2 18.6 0.1 - -

경 남
5,584 648 1,089 702 862 1,387 402 325 169

100 11.6 19.5 12.6 15.4 24.8 7.2 5.8 3.0

전 남
1,643 311 488 387 361 96 - - -

100 18.9 29.7 23.6 22.0 5.8 - - -

주)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퇴원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입원한 병원으로 재입원한 경우임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5 -



1.3 정신보건법22)

1) 인권의 강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원에 대하여 부당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제 27조, 28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치지 않는 입원의 금지, 환자 비밀누설의 금지,

부당한 격리의 금지, 특수치료의 제한, 행동제한의 금지 등의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정신보건시설의 규정

정신질환자를대상으로 법이정한여러 의료행위를할 수있는 기구를 정신보건시설이

라고 정하면서, 여기에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정신병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신병원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게 하여 정신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려는 적

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다(제 8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명시와 지역사회정신보건 강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정신건강을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예방하며, 정신질환

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에 복귀한 만성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하여야 한다. 또한아직 우리나라에 국립기관으로 제도

화되어 있지 않은 정신보건 연구기관을 국가에서 설립할 것을 강제규정으로 정하였다(제

14조)

4)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도입

22) 이평수 이외 2명(1999), 의료법인 순영재단 병원경영진단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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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

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

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정부에서는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제 7조, 13조)

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정신보건법 제 6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하며, 입원 및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같은연령의 정상

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정신병원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정신보건법 제 8조,

시행령 제 3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

야한다. 시도지사는지역실정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운영하는정신

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경우당해의료기관의설치운영자와미리협조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

사가 정신병원을 설치하거나 시도지사가 정신병원을 지정함에 있어 그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야한다. 국가 또는 시도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정신병원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

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7)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관한 사항(정신보건법 제 23조, 24조, 25조, 26조, 시행령

제 6조, 7조, 8, 시행규칙 제 14조, 15조, 16조)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환자의 자발적 입원인 자의입원,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동의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평가입원 및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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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입원, 위의 위험이 매우 급박한 경우의 응급입원등으로 규정하였다.

8) 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정신보건법 제 40조, 41조, 42조, 43조, 44조, 45조,

46조, 시행령 제 19조, 20조, 시행규칙 제 23조)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의 금지, 교육 및 고용의

기회보장, 비밀누설의 금지, 특수치료의 제한, 행동제한의 금지, 환자의 격리제한 등을 명

시하였다.

1.4 정신과 진료비 및 의료수가체계

1) 정신과 진료비

1997년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약 3,299억원으로 1992년에 비하여 약 2.12배 증가하였

으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의료보장 유형별로는

의료보호의 정신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의료보험의 경우 1992년에 비하여 약

1.81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의료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8%에서 1996

년 2.2%로 감소한 반면 의료보호의 경우 1992년에 비하여 약 2.65배 증가하였다. 특히

1996년에서 1997년에 사이에 정신질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의료보호 진료비

에서 정신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7.3%에서 1997년 20.6%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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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1 92-97년 정신과 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 원

구 분

1992 1994 1996 1997

총진료비

(A)

정신과
진료비

(B)

B/A*
100

총진료비

(A)

정신과
진료비

(B)

B/A*
100

총진료비

(A)

정신과
진료비

(B)

B/A*
100

총진료비

(A)

정신과
진료비

(B)

B/A*
100

전체

입원 15,251 906 5.9 24,264 1,535 6.3 29,681 1,814 6.1 33,897 2,146 6.3

외래 24,799 647 2.6 40,035 966 2.4 49,858 1,139 2.3 58,523 1,153 2.0

계 40,050 1,553 3.9 64,299 2,501 3.9 79,539 2,954 3.7 92,420 3,299 3.6

1.00 1.00 1.61 1.61 1.99 1.90 2.31 212

보험

입원 13,765 470 3.4 17,769 571 3.2 26,907 856 3.2 30,482 927 3.0

외래 23,275 563 2.4 30,279 727 2.4 47,330 1,014 2.1 55,245 993 1.8

소계 37,040 1,033 2.8 48,048 1,298 2.7 74,237 1,870 2.5 85,727 1,920 2.2

1.00 1.00 1.30 1.26 2.00 1.81 2.31 1.86

보호

입원 1,486 435 29.3 1,942 651 33.5 2,774 958 34.5 3,415 1,219 35.7

외래 1,524 84 5.5 1,934 114 5.9 2,528 125 4.9 3,278 160 4.9

소계 3,010 520 17.3 3,876 766 19.8 5,302 1,084 20.4 6,693 1,379 20.6

1.00 1.00 1.29 1.47 1.76 2.09 2.22 265

주 : 1) 의료보험연합회(1992, 1994, 1996, 1997), 의료보험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관리공단(1992, 1994, 1996, 1997), 의료보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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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과 의료수가 체계

가. 의료보험

의료보험입원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적용을 받으며, 타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산

정에 있어서 재원기간별23)에 따른 수가 차등제가 적용되며,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만 8세미만 소아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율(입원료의 30%)이 있다. 특히, 간호관리료에

대한 차등부문이 있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수가가 차등지급된다.

그러나, 낮병원에 대한 수가는 낮병원입원료로 별도로 산정되며, 차등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낮병동 입원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⑴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⑵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

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⑶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정된 외래 수술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또는 정신과의 낮병

동"에서 매일 또는 반복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환자본인일부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정신과 수가의 중요부문인 정신요법료(의료보험수가 기준집 제 8장 참조)에 대한 내역

은 다음과 같으며, 낮병원에서는 일부가 적용을 받지 못한다.

23) 최초입원일을 기준으로 1일에서 15일까지는 입원료 100%산정,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 90%산정, 그리고

31일이후에는 입원료 85%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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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호 환자

의료보호의 기준개정24)으로 인해 의료보호 정신과는 입원수가 인상 및 차등수가 적용

을 받게 되고, 보건복지부는 99년 11월 15일부터 의료보호 정신과 정액수가중 입원수가

17.5%와 급식비 8.4%씩을 각각 인상하는 한편,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진료수가와 낮병동

수가 신설등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하여 의료보호 정신과 입원수가는 일당정액제로

96. 8. 1일자로 11.82% 인상된 후 3년 4개월만에 조정된 것으로 이는 의료보험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정신과 수가를현실화시키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억제와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될 차등진료수가는 입원료중 환자관리료에 대하여 입원 1- 180

일까지는 100% 산정하고, 181-360일까지 90%, 361일 이상부터는 80%만 체감 적용함으

로써, 단기 집중치료에 의한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 사립정신병원의 경우(1일 진료비)

1~18일까지(25,990원) - > 181~360일(25,130원) - > 361일이상(24,260원)

차등진료수가 적용과 재가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낮병동 수가를 신설하였다.

사립정신병원(13,56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13,150원), 사립정신요양병원 및 지방

공사의료원(11,330원), 국.공립병원(4,110원)

한편, 초진(6,190원), 재진(2,120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신과 외래수가를 내원일당 진

료비(1일 10,050원)와 투약일당 진료비(1일 970원)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는 내원일당 진료비를, 투약만 실시한 경우에는 투약일당 진료비를 산정

토록 함으로써, 외래진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수가보상체

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한 개선효과는 정신과 수가 인상을 통한 정신과 진료기관의 경영

난 해소 및 환자 처우개선, 낮병동 수가 신설 및 장기입원환자 차등수가적용으로 인한 환

자의 조기사회복귀 촉진과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진료편의 도모하였다.

24)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1999), 의료보호 정신질환자 수가개편내용중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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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병원25 )

2.1 낮병원의 개요

낮병원 제도가 시행되게 된 이론적인 근거는 (1) 정신질환자가 24시간 정신병동에 상

주하는 것은 반치료적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정신의학의 영향과, (2) 1950년대 이후 항정신

병 약물의 급속한 발달로 더 이상 정신질환자들이 장기입원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3) Maxwell Jones의 환자의 잠재

적 능력을 이끌어 내고 유출하고 병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을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서 환자의 자존심을 고양하면 그 효과는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작용한다.는 환

경치료의 개념 등이었다.

1) 낮병원의 개념

l980년 미국정신의학협회 (APA)의 New York County District Branch의 부분입원 특

별위원회 (Task Force on Partial Hospitalization)에서는 낮병원이란 심한 정신장애를 가

진 환자를 위하여 고안된 주요 증상적, 의료적, 정신적, 심리사회적인 면을 포함한 통원

가능한 (ambulatory)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외래진료소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집중적이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여러 전문가의 team approach로, 취업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치료이

다. 26) 라고 정의하였다.

1982년 American Association for Partial Hospitalization에서도 낮병원의 개념을 심각

한 모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적,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치

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199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윤성철, 이후경 이외 4명(1998), 정신병환자의 통합치료를 위한 낮병원 모델, 대한신경정신의학 36(6)

969-985.
윤성철, 이후경 이외 5명(1998), 만성정신병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주간보호 모델, 대한신경정신의학 37(5)

824-837
26) 뉴욕주 카운티 지역정신의학협회(1980), 미국정신의학협회(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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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취업전 단계에서 시행하며, 포괄적이고 여러 전문분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한

정하여 설명하였다27).

이에 반하여 경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낮병원은 입원치료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28) , 입원치료에 덧붙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행된다고 정의되기도 한다29).

낮병원은 각 환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치료적 공동체의

개념이 중요시되므로 환자 개개인의 기능의 차이에 맞추어 접근을 하는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낮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조직된 포괄적이며

융통성을 지니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장기입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대안적인 치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낮병원의 분류

가. 낮병원 (day hospital)

낮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서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고, 최

소한의 규제 속에서 심리사회적 접근을 시행하며, 환자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독

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day treatment 프로그램

낮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덜 급성인 환자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려

는 프로그램으로서, 환자는 일반적으로 3- 12개월 정도 참여한다.

27) Hoge MA(1992), The Promise of Patial Hospitalization : A Reassessment . Hospital anf Community
Psychiatry 43(4):345-354.

28) Luber R(1979), The scope and growth of partial hospitalization, in Partial Hospitalization : A Current

Perspective. Edited by Luber R. New York. Plenum, pp3- 20.
29) Parker S, Knoll JL(1990), Partial hospitalization update. Am J Psychiatry 147:156- 160.

- 33 -



다. day care 프로그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개인에게 정신사회적 프로그램과 지속적

인 치료를 제공한다.

라. day care center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관리하기 힘든 환자에게 서비스 (가능

하면 치료까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병원과는 분리되어 실시하는 독립적인 프로그

램으로 의료적인 지도와 감독은 적으며, 그보다는 사회기술훈련, 재활치료 프로그램, 작업

치료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목표로 하며 비용효율성이 높다.

마. 연합된 낮시설 (combined day facility)

낮병원과 낮치료 센터의 두 프로그램이 혼합된 형태로 각 환자의 치료유형에 따라 선

택이 가능하다.

바. 정신보건 센터 (mental health center)

낮병원과 유사한 적극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정과 위기개입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단기 입원병상을 보유한다. 낮치료와 유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데 추가하여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전문가 팀이 수행한다.

사. 저녁, 밤 그리고 주말병원

24시간 입원의 몇몇 부분이 지역사회로 이전된 형태이다. 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직장

이나 학교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만 병원에 머무른다.

환자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가정이나 부적절한 환자의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

도록 지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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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병원의 기능과 목적

낮병원은 심한 정신질환자에게 유용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사회적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 즉 낮병

원은 장기입원으로 인한 환자들의 퇴행과 사회적 고립을 막고, 동시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안정시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30).

Freeman (1962)은 낮병원의 목적을 (1) 입원치료에 대한 대안으로서, (2) 위기에 빠진

환자가 새로운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3) 가족 내의 문제가 있는

환자가 가족 또는 사회구성원과 적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하여, 그리고 (4)

작업능력과 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Astrachan 등 (1970)은 낮병원의

과제를 (1) 입원치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역할, (2) 입원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과도기적 치료의 장(場)으로서의 역할, (3)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시설

의 제공, (4)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정의하였

다.

낮병원은 환자들이 의존적인 경향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각 환자의 기능과 욕구에 맞추어 구성되기 때문에, 장기입원한 환자의 퇴행과 고립

및 사회적 기능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다.

Glick와 Hargreaves (1979)는 단기입원이 만성 정신분열병의 치료에서 예후를 좋게한다

고 하였다. 장기입원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재입원율을 감소시

키거나 치료의 순응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단기입원보다 우월하지는 않다. 즉 단기입원

이 환자 가족이나 환자의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줄일 수 있으며, 적절한 추구관리

(follow-up)와 함께 단기입원을 실행하면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

원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30) Hoge MA(1992), The Promise of Partial Hospitalization : A Reassessment.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3(4):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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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요인과 효과

가. 치료요인

Maxwell Jones는 낮병원은 치료적 공동체적 접근으로 환자의 잠재능력을 유도하고 병

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을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31). 다음 13가지 낮병원의 치료요인은 Connecticut Mental Health

Center에서 발표된 것으로, 여기서의 낮병원 프로그램은 정신보건 체계의 포괄적인 형태

안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중간거주시설 (half-way house)과 같은 보조적 서비스가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Guy 등 (1969)은 낮병원에서 약물치료와 환경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외래에서 약물치

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증상의 호전정도가 더 좋으며,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이 차

이는 더욱 뚜렷하다고 하였다. Herz (1971)는 낮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통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사회적 역할기능 등의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그 이유로

낮병원 환자는 장기입원과 관련된 퇴행을 피할 수 있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건강한 부

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낮병원은 일반적으로 환자를 가정에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일상생활의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데,

Herz (1982)는 퇴행, 자아손상, 역할기능의 붕괴, 가족으로 부터의 이탈, 지역사회 조직들

과의 관계상실 등이 장기입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가족이 있는 환자들을 2

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단기입원 후 외래치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낮병원 치료를 받은 환

자들이 일반적인 입원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증상의 해소, 역할기능, 재입원 및 치료

비용면에서 더 낫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낮병원 치료가 사회적 기능 향상에 있어서는 입원치료보

다 우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있어서 직업이나 사회적응

의 면에서 낮병원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32). 낮병원 치료는 정신질환자

31) Freeman P(1962), Treatment of Chronic Schizophrenia in a Day Center. Arch Gen Psychiatry.
7:159- 265.

32) Michaux MII, Chelst MR, Foster SA(l978), Day and full- time psychiatric treatment a controlled
comprison. Current Therapeutic Research l4:27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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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신병원에 평균적으로 체류하는 기간을 감소시키고 재입원율을 저하시킨다. 이를

뒷바침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scowitz (1980)의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입원 후 3개월 간의 추구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자에 비해 뚜렷한 치료성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8개월 간의 추구치료에서는 정신

분열병이나 정동장애 환자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낮병

원치료 환자들과 입원치료 환자들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연구한 결과 낮병원 치료 환자보

다 입원치료 환자의 재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Ettlinger 등 (1972)의 연구에서 낮병원은 입원치료에서 외래치료로 이행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치료형태로서도 치료적 유효성이 있으며, 퇴원 후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환

자와 낮병원 프로그램을 거치는 환자 중 2년 내에 재입원하는 횟수와 유형을 비교한 결과,

낮병원 프로그램을 거치고 퇴원한 경우 퇴원 후 8주 이내의 재입원율이 훨씬 낮았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재입원율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재입원한 기간은 낮병원 치료를 받은 환

자가 더 짧았는데, 낮병원 환자의 경우 가족에게 치료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라는 보고도 있다34).

낮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입원치료만큼 효과적이며, 경제

적으로는 입원치료보다 비용효율적이라는 연구들이 있다35).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가 대부

분을 차지하는 주간치료소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외래치료 환자에 비해 주간치료소

의 환자들은 재입원 기간이 짧았으며 사회 적응도가 더 높았으나, 2년 간의 연구기간 중

비용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36).

낮병원에 대한 유효성 연구의 기본 태도에 관해 Guy (1969) 등은 어떤 치료형태가 더

우수하느냐 하는 단순한 의문보다는 어떤 특정 치료형태가 어떤 환자들에게 어떤 조건에

33) Zwerling I, Wilder JF(1964), An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day hospital in treatment of acutely

disturbed patients. Israel Annals of Psychiatry and Related Disciplines 2:162- 185.
34) Guy W, Gross M, Hogarty GE, Dennis H(1969), A controlled evaulation of day hospital effectiveness. Arch

Gen Psychiatry 20:329- 338.
35) Guillette W, Crowley B, Savitz SA(1978), Partial hospitalization as cost - effective alternative to inpatient

care : A pilot study. Hospital and Comnunrty Psychiatry 29:525- 27.
36) Linn MW, Caffey EM, Klett CJ, Hogarty GE, Lamb HR(1979), Day treatment and psychotropic drugs in

the aftercare of schizophrenic patients. Arch Gen Psychiatry 30:l055- l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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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유리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Weiss 등 (l982)과 Klar 등

(1982)은 향후 낮병원에 대한 유효성 연구에서는 진단과 정신병리 등을 조정하여 연구대

상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한 뒤, 낮병원 프로그램과 치료효과를 연관지어 보다 장기적인

추적조사의 기간을 포함시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2 낮병원의 운영형태

1) 낮병원의 환경

환경치료 (milieu therapy)의 개념에서 낮병원은 정신병원에서 보다 정신질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왔는데, 이러한 환경이 건강

을 촉진시키고 퇴행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

록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할 수 있어 의존성과 고립감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낮병원

은 Maxwell Jones (l953)의 치료적 공동체의 개념을 수정, 발전시킨 것으로 공식화된 개

인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를 전체로 통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낮병원의 전체환경은 집단 내에서 1 대 1의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치료적

인 개방성 때문에 약물남용의 병력이 없고, 자해와 타해의 위험성이 없는 환자가 적합하다

(유명이 1994). 낮병원의 환경은 두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1) 과다한 자극이나 위기

를 일으키는 환경으로 부터 환자를 보호하여 환자의 자아기능이 더 이상 붕괴하거나 퇴행

되는 것을 방지하고, (2) 낮병원 내에서 환경을 재구성해주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재현시킴으로서 환자의 자아기능이 새로운 변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치료란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사회적응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모

든 인간관계와 치료기술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치료환경을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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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병원의 치료기간

낮병원에 머무는 평균기간은 수주에서 수년까지, 환자의 분포범위는 아이들의 행동장

애로부터 어른들의 정신병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치료적인 강조점은 사회적 활

동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집중적인 정신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분병원 간에 공

통점이 있다면 매일의 프로그램 시간의 유사성이며 그 범위는 3-8시간이다37).

3) 낮병원의 구성원

가. 진료진의 구성

낮병원 치료자들은 환자를 치료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만드는데 능숙해야만 하며, 치

료자들은 환자 각자에게 최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들을 도

와야 한다.

낮병원 치료를 실시함에 있어 치료자의 역할은 공공기관 및 개인시설에서 각각 다를

수 있다. 개인크리닉에서는 의료 책임자 또는 주치의가 치료팀을 이끌며 치료를 통합하고

치료계획을 직접 통제하며, 간호사, 활동요법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의료적인 검

사와 평가, 사례관리, 각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낮병원 치료에서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가 대개는 프로그램의 책임

자이고, 의사는 주로 의료적 평가와 약물치료를 하며 치료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적다38). 낮병원의 치료팀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지만39), 분야별 업무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의사는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약물의 처방과 관리를 하며

치료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개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동

료 전문가들에게 과업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자문한다.

37) Hoge MA(1992), The Promise of Partial Hospitalization : A Reassessment.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3(4):345-354.
38) Parker S, Knoll JL(1990), Partial hospitalization update. Am J Psychiatry 147:156- 160.
39) Kennedy LL (1990), Partial Hospitalization. Hospital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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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가족치료, 정신건강 교육, 직업상담 등을 지도하고, 환자들에게 재정관

리,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취미 및 여가생활을 훈련시킨다. 또한 환자들이 지역사

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 퇴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실시한다. 또한 약물교육 및 증상관리 교육을 통하여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약물을 복용하

고 재발증상을 관리하도록 도우며,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임상심리사는 환자들의 심리검사와 분석 뿐 아니라 재활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능평

가를 하며, 타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치료

팀에는 직업상담가, 보조치료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치료팀의 구성원은 환

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야 한다.

나. 환자의 구성

낮병원에 적합한 환자나 부적합한 환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급성의 상태

에 있어 의학적 치료를 집중적으로 요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임상적 상황에 놓여 있어

입원치료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낮병원의 환자를 구성함에 앞서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분류해야 한다. 낮

병원 치료가 진단면, 상태면 (급성 또는 만성 등), 연령면, 사회문화적 수준면 등에서 동질

적 집단에게 효과적일지 또는 이질적인 집단에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

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태면에서 이질적인 집단의 경우 급성인 환자가 만성

환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므로 수행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Wing 등 (1986)은 직업, 주거, 레크리에이션의 영역에 있어서 각 환자를 의존도의 정도

에 따라 즉,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low, moderate, high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McGreath 등 (1980)은 다음의 4가지 항목의 평가에 따라 환자들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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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로그램을 잘 따르는 능력, 둘째 과제를 잘 수행하는 능력, 셋째 동기를 갖고 자

발적인 참여를 하는 정도, 넷째 지도감독이 필요한 정도등이다. 일반적으로 낮병원에 적합

한 환자의 연령은 18-65세로 광범위하나, 지역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 또는 잠재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주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 낮병원의 프로그램의 유형

낮병원의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

으며 병원과는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성장되어 왔

다. 또한 지역사회 (도시 또는 농어촌)에 따라, 기관 (비영리 또는 영리)에 따라, 병원의

부속시설인가 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진단명이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 운영

되는가에 따라, 입원기간 (단기 : 몇주 간의 단기입원과 위기개입, 장기 : 집중적인 치료와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치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

되었다.

낮병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적절한 사회기술을 향상시키고 부적당한 행동을 개선하

기 위하여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치료모델은 집중적 치료모델, 만성적

치료모델, 재활 모델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40).

1) 집중적 치료모델

이는 입원치료의 대안으로서 입원기간을 줄이는데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퇴행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델이다.

40) Klar H, Frances A, Clarkin J(1982): Selection criteria for partial hospitalization.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3:929- 933.

- 41 -



2) 만성적 치료모델

이 모델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환자, 지역사회 내에서 방치하면 계속 악화될 수

있는 환자, 지속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체류기간과 출석

은 융통성을 지닌다.

3) 재활 모델

이 모델은 직업적 또는 사회적 역할 수행에 심한 손상을 지니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환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구조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치료적 목표와 기대

치가 높으며 규칙적인 출석이 요구되고 작업환경이 제공된다.

모든 낮병원 프로그램이 Klar 등에 의한 분류에 따라 환자들에게 나누어서 제공되지는

않으며, 어떤 연구자들은 중증환자와 만성환자가 뒤섞인 이질적인 환경이 제공될 경우 오

히려 질병의 회복과 재활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41).

2.4 입원병동과 낮병원과의 차이

입원병동과 낮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과 입원병동, 낮병동 그리고 DayCare Program의 운영프로그램42)

폐쇄병동은 환자진료내역조사를 실시한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운영되

는 프로그램현황을 자료로 하였다. 낮병원은 원가자료를 입수한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낮병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현황을 자료로 하였음. DayCare Program(이하 DCP)는 서

울시와 경기도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중인 DCP현황을 자료로 하였다. 각 프로그램현황

41) Casarino JP, Wilner M, Maxey JT (l982), American Association for Partial Hospitalization(AAPH)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partial hospit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Partial Hospitalization 1:5- 21.
42) 서창진 이외 4명(1999), 정신병원 운영효율화 및 수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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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여인력은 공통된 형식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팩스를 통해 회신되었으며, 작성자는 각

병동이나 프로그램을 주관으로 이끌어가는 인력(대부분 사회복지사) 1인이 작성하였다(표

2- 12 참조).

표 2- 12 병동프로그램 참여인력조사표

단위 : 명, 분

프로그램명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자원

봉사자
기타

( )
소요시간 환자수

프로그램 참여인력에서 전문의와 전공의가 분리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공의가 참여하

고 있어 전체평균을 계산했을 때 전문의 비중이 낮아 의사직으로 통합하여 기제함. 프로그

램의 구분은 RBRVS43)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자료중 일부병동이나 DCP에

서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중 평균값이 현저히 낮은 것은 제외하였으며, 공통적인 프로그램

에 대해서만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하였음. 프로그램중 격주로 실시하거나 월 1회 실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 시간에 1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한 시

간에 여러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가. 병동별 병동프로그램

각병동별 프로그램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낮병동의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DCP의 경우 사회적응기술훈련이 폐쇄병동보다는 운영횟수가 높으나

낮병동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43)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의 약자(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1997),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 43 -



표 2- 13 병동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 회/주

프로그램명 폐쇄병동 낮병동 D.C.P 비 고

정신치료 소(15인이하) 4.8 5.7 2.3

정신치료 대집단 1.7 - - 15인 초과

정신치료극 소(15인이하) 1.0 1.3 0.3

정신치료극 대집단 0.5 - - 15인 초과

작업치료 2.5 1.3 0.6

예술치료 6.2 7.3 3.0

사회적응기술훈련 0.7 3.3 2.0

활동치료 6.0 1.7 0.5

전체평균 2.9 3.4 1.5 1주간 평균횟수

나. 병동프로그램별 인력현황

정신치료 소집단

정신치료, 정신치료극 대집단은 낮병동과 DCP의 경우 운영횟수가 없었다.

표 2- 14 정신치료 소집단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4.8 2.5 0.5 1.3 0.4 0. 1 0.2 52 15

낮병동 5.7 3.2 0.6 0.8 1.0 0.2 0.6 66 11

DCP 2.3 1.9 0. 1 0.7 0.7 0.0 0.4 6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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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극 소집단

표 2- 15 정신치료극 소집단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1.0 5.0 1.3 2.5 1.0 0.0 0.2 77 8

낮병동 1.3 5. 1 0.5 0.8 1.3 0.5 2.0 78 11

DCP 0.3 3.0 0.0 0.0 1.0 0.0 2.0 50 15

작업치료

DCP의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았다.

표 2- 16 작업치료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2.5 1.3 0.0 0.6 0.4 0.0 0.3 74 12

낮병동 1.3 3. 1 0.0 0.5 1.3 0.0 1.3 95 10

DCP 0.6 4.6 0.0 0.5 0.8 0.0 3.3 6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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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

표 2- 17 예술치료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6.2 1.4 0. 1 0.3 0.7 0. 1 0.2 57 11

낮병동 7.3 2.9 0. 1 0.8 0.9 0.0 1. 1 77 12

DCP 3.0 1.5 0.0 0.2 0.5 0.0 0.8 61 12

사회적응기술훈련

표 2- 18 사회적응기술훈련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0.7 2.4 0.5 0.8 0.8 0.0 0.3 58 13

낮병동 3.3 3.0 0.3 0.9 1.2 0.0 0.6 121 14

DCP 2.0 2.2 0. 1 0.6 1.2 0.0 0.3 5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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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치료

낮병동의 인력참여율이 높았다.(특히, Y정신병원의 경우 활동치료횟수가 많았다.)

표 2- 19 활동치료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6.0 2.3 0.3 0.8 0.4 0.0 0.8 60 29

낮병동 1.7 7.2 0.0 2.4 2.4 0.0 2.4 92 28

DCP 0.5 1.0 0.0 0.0 0.3 0.0 0.7 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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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병원의 인력현황

가. 각 병동별 인력현황

다음은 폐쇄병동, 낮병동 그리고, DCP에 투여되는 인력을 분류한 표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인력과 자원봉사자간의 비율을 나타냈음. 폐쇄병동의 병동 특징상 자원봉사

자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비해 낮병동과 DCP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높은 편이다.

특히, DCP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균의료인력의 수가 적다.

표 2-20 병동별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평균인력 평균 의료인력 평균 자원봉사자

폐쇄병동 2.6 2.3 0.3

낮병동 4. 1 2.8 1.3

DCP 2.4 1. 1 1.3

조사대상병원의 인력현황을 1일평균 배치인력기준과 근무시간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

여 실제 배치된 인력이 낮병원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냈다.

표 2-21 낮병원 인력현황

단위 : 명

직 종 1일 평균 (배치인력 기준) 1일평균 (근무시간 기준) 비 고

의사직 3.0 1.25 배치인력기준은 낮병원

에 실제배치된 인력

근무시간기준은 배치

인력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기준

간호직 1.7 1.67

전문요원 2.3 1.77

계 7.0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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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설문조사(2010년 정신보건서비스 유형별 인력기준)의 결과와 비교하기위해 위

의 표 2-21에서 1일평균 근무시간인력기준을 바탕으로 인력직종별 1인당 환자수로 환산

하여 비교하였다(평균환자수 21명).

표 2-22 낮병원 직종별 1인당 환자수비교

단위 : 명

직 종
조사대상병원 환자수

(평 균 값)
전문가 설문조사 환자수

(중 앙 값)
비 고

의사직 1인 16.8 30 A- 배치인력기준으로

산정함

B-근무시간기준으로

산정함

간호직 1인 12.6 10

전문요원 1인 11.9 15

3) 낮병원의 진료비분석44)

가. 평균진료비

평균진료비 자료는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낮병동-환자진료비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병원과 정신병원의 입원병동-환자진료비자료와 비교하였다. 의료보험환자를 기준으로 입

원환자와 낮병원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낮병동에 대한 1인 1일당 평

균급여수준이 입원병동에 비해 다소높게 나타나 있고 1인 1일당 평균총진료비수준은 낮게

나타나 있다. 정신병원의 경우 낮병원의 전반적인 진료비수준이 입원병동에 비해 낮게 나

타나 있다. 다음은 종합병원가산율(30%)와 정신병원가산율(17%)를 제외한 진료비 비교이

다.

44) 1999년 11월 15일 수가개편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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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폐쇄병동과 낮병동의 평균진료비 비교

단위 : 천원

병원 구분 병동 구분

의료보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의료보호환자

비 고

평균급여수준 평균총진료비수준 평균 일당진료비

종합병원
입원병동 48,249 83,895 22,810

의료보호환자의

낮병원 수가는없음

각병원별 자료는

입원병동과 낮병원

을 동시에 운영중

인 병원자료임

낮 병동 40,319 59,132 -

정신병원
입원병동 29,170 44,575 22,810

낮 병동 25,297 33,105 -

전 체
입원병동 38,710 64,235 22,810

낮 병동 32,808 46,116 -

주 : 각 병원종류별 가산율 제외한 금액산출

나. 진료비 내역분석45)

각 비율내용중 좌측에 나타난 값은 총계를 기준으로 급여, 비급여 그리고 진료비계 내

에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우측 괄호안의 값은 각 항목별 진료비계를 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분포차이를 나타낸다. 정신과 낮병동 진료비내역분석에서 나타난 각 항

목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45) 1999년 11월 15일 수가개편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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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진료비 내역분포

항 목 급여 백분율 비급여 백분율 진료비 항목별 백분율

입원료 36.5 % (100.0%) 0.0 % (0.0%) 26.4 % (100.0%)

정신요법료 40. 1% (69.0%) 47.2 % (31.0%) 42. 1 % (100.0%)

약재료비 22.4 % (99.9%) 0. 1 % (0. 1%) 16.3 % (100.0%)

특진비 0.0 % (0.0%) 52.7 % (100.0%) 14.6 % (100.0%)

기타 0.9 % (99.7%) 0.0 % (0.3%) 0.7 % (100.0%)

총 계 100.0 % (72.4%) 100.0 % (27.6%) 100.0% (100.0%)

4) 낮병원 비용분석

현재 운영중인 낮병원에 투입되는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7.4%, 재료비는 31.5%로 주로 프로그램위주의 운영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

다.

표 2-25 낮병원 평균비용항목별 백분율

비 용 항 목 비 용 항 목 별 백 분 율

인 건 비 47.4 %

재 료 비 31.5 %

관 리 비 21.1 %

합 계 100.0 %

주 : 조사대상 낮병원의 연간비용자료를 환자 1인 1일당으로 환산한 값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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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체계도

이 연구는 정신의료서비스 공급이 입원위주로 제공되는 일개 지역사회에서 정신병원

에 낮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연구체계를 통해 실시하였다.

첫째, 현재 운영중인 입원병동과 이를 대체할 낮병원간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타당성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의 전제조건으로 병원중심에서 본 낮병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 정신보건법과 현재 운영중인 병원회계결산 자료기준, 그리고 의료보험환자

와 사립정신병원 의료수가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입예상 모형과 현재 운영중인 입원병동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통한 경제적 타

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환자가족(수요) 및 진료진(공급)의 설문조사를 통한 진료부

의 인지도와 참여도, 그리고, 환자가족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바탕으로 비경제적 타당성 분

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위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문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신병원에 낮병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을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면 그림 3-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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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낮병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정신의료서비스 공급이 입원위주로 제공되는 일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

- 연구의 전제조건 및 제한점

1. 병원중심에서 본 낮병원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2. 정신보건법과 현재 운영중인 병원회계결산 자료

기준

3. 의료보험환자 및 사립정신병원 의료수가 기준

현재 운영중인 입원병동과 도입예정인
낮병원간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타당성

수익 - 비용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자가족(수요) 및 진료진(공급)의
설문조사를 통한 비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을 통한 도입예상
낮병원 운영모형 설정

진료부 설문조사 환자가족 설문조사

현행 입원병동
수익-비용분석

도입될 낮병원의 예상
수익-비용 분석

- 진료부 설문조사결과를 통한

공급자 인지도와 참여도

- 환자가족 설문조사결과를 통한

수요자 인지도와 참여도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수익-비용 비교분석 결과

연구 결과
(경제적 및 비경제적 연구결과)

정신병원에 낮병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고찰 및 결론

그림 3-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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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2.1 연구대상병원 선정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입원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일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 지역에 속한 입원중심의 정신병원을 모델로 하여 낮병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연

구하였다.

2.2 연구대상 현황

1) 연구대상 지역현황

인접권 정신의료기관별 분포현황(1999. 6. 30 현재)은 표 3- 1에 나타난 진주사천지역의

정신요양시설(J정신요양원)은 2000년 9월현재 폐쇄된 상황이며, 정신과의원과 종합병원정

신과는 진주시에만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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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인접권 정신의료기관별 분포현황표(1999. 6. 30 현재)

단위 : 개소, 병상, %

구

분

총 계

정 신 의 료 기 관 정신
요양
시설

사회
복귀
시설

정신
보건
센터소 계

국립
정신병원

공립
정신병원

사립
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과
의원

기관수 병상수
기관
수

병상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병상
수

기관
수

전국 792 53 ,506 675 36,387 6 4,050 12 3,561 48 16,908 141 5,224 39 5,167 429 1,927 63 16,584 16 85 38

경남

50 7,589 41 6,098 1 650 1 350 5 2,115 6 215 7 2,644 21 124 6 1,491 2 - 1

6.3 14.2 6.1 16.8 16.7 16.0 8.3 9.8 10.4 12.5 4.3 4.1 17.9 51.2 4.9 6.4 9.5 9.0 12.5 - 2.6

진주

사천

지역

14 1,617 13 1,617 - - 1 350 2 695 2 84 1 442 6 46 1 - - - -

28.0 2 1.3 3 1.7 26.5 - - 100 100 40.0 32.9 33.3 39.1 14.3 16.7 28.6 37.1 16.7 - - - -

주)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 8월 31일 현재, 각 광역권에 굵게 표시된 숫자는 전국대비 비율임

경남지역의 하단부에 나타난 비율은 전국대비 비율이며, 진주사천지역의 하단부에 나타난 비율은 경남대비

비율임

특히, 진주사천지역의 합계와 소계의 병상수이는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는 제외되었음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접권 정신의료기관 현황(1999. 6. 30 현재)은 표 3-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인접권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은 전문요원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진료기관인 정신

과의원의 경우 주로 외래위주의 진료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남. 서부경남지역은 부랑

인 보호시설인 진주복지원 1개소 외엔 정신보건센터, 낮병원,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이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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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인접권 정신의료기관 현황표(1999. 6. 30 현재)

단위 : 병상, 명

병원
종류

병원명
허가

병상수

보호
비율
(%)

재원
환자수

정신과
의사수

정신과
의사 1인당
재원환자수

정규
간호사

수

간호사
1인당

재원환자수

임상
심리사

수

사회
복지사

수

간호
조무사

수

공립

정신
K도립정신병원 350 73.3 333 4.5 74.0 12 27.75 - 1 10

사립

정신

S병원 295 76.5 293 3.0 97.67 11 26.64 1 - 10

CJ정신병원 400 81.3 337 2.0 168.5 14 24.07 - - 6

N정신병원 280 75.0 - 4.0 - 11 - - - 10

종합

병원

정신과

CJ의료원 50 58.0 30 1.5 20.0 6 5.0 - - 4

GS대학교병원 34 9.0 26 8.0 3.25 8 3.25 1 - -

병원

정신과
H병원 442 88.0 486 5.0 97.2 26 18.69 - 1 -

정신과

의원

H신경정신과의원 - - - 1.0 - 1 - - - -

C신경정신과의원 - - - 1.0 - - - - - 1

S정신과의원 - - - 1.0 - - - - - 1

CJ신경정신과의원 - - - 1.0 - - - - - 2

J신경정신과의원 - - - 1.0 - - - - - 2

H신경정신과의원 46 15.0 23 2.0 11.5 1 23.0 - - 4

주) 위의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로 1999. 6. 30 현재를 기준임

사립정신병원에서 N정신병원은 1999. 12. 31 현재 기준으로한 자료임, 따라서 본 전체통계에서는 빠지는 자

료임

자료 : 서동우,이영문,김윤외(1999), 전국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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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병원현황

연구대상병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 연구대상병원의 현황

항 목 96년 6월 개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

100

병상당

외래신환환자수 11 명 34 명 30 명 42 명

외래환자연인원 91 명 422 명 596 명 472 명

입원환자실인원 192 명 199 명 206 명 201 명

입원환자연인원 17,000 명 33,362 명 39,002 명 37,903 명

병상회전율 1.4 회 2.0 회 2.0 회 1.9 회

입원환자

보험-보호비율
4 : 6 4 : 6 2.5 : 7.5 2 : 8

주) 연구대상병원의 병상수 변동에 따라 100병상당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함

3) 연구대상 환자군

환자군 선정에 있어 정신과 환자의 의료보험입원환자(행위별) 및 의료보호입원환자(일

당정액제)에 대한 수가기준을 차이로 인해 이번 연구대상병원의 원무과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수익차이(표 3-4 참조)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험환자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수익을 산출하였다.

표 3-4 연구대상병원의 의료보험 및 보호입원환자간의 월평균 의료수익비교 (초진환자 기준)

항 목
의료보험환자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 (A)
의료보호환자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 (B)

차 이 (A - B)

금 액 1,408,005 원 779,700원 626,004원

수가산정기준 행위별 일당정액제 -

주) 의료보험환자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은 환자가 연구대상병원에 신환으로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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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3.1 Delphi46) 설문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1) 조사자료수집 및 내역

조사대상병원에 소속된 전체의사직(총 12명)중에서 정신과 전문의 9인으로 패널을 구

성한후 2회 Delphi 조사를 하였으며, 1차 및 2차 설문대상자는 모두 9명임. 1차 설문시 각

설문항목 응답을 위한 참고자료(각 항목별 통계수치 및 연구사례)를 같이 제시함. 2차 설

문시 1차설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2) 분석방법

2차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중앙값을 결과로 산출하였음. 분

석도구는 Microsoft Excel 97(Window 95/98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추가적

인 개인의견을 별도로 기재하였다.

3.2 수익과 비용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내역

비용자료의 근거는 연구대상병원 2000년도 월별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을 산

출함.수익자료의 근거는 연구대상병원의 2000년도 월별 원무과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을

산출하였다(초진환자 기준). 행위별에 따른 수가항목기준에서 초재진료, 의약품관리료, 복

46)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은 정책결정이나 사업기획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사방법의 일종이다. 이 방법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이나 우편조사방법으로 표준화와 비표준화 도

구를 활용하는 조사기법으로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얻는 방법으로 보건과학연구방법론(수문사,1997)에서 내용일부

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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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조제료, 입원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수가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그 외

환자에 따라 변이가 심한 주사료, 약품비, 정신요법료, 검료료 등은 연구대상병원의 환자

군에 대한 월평균수준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2) 분석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에 대한 산출을 제외47)하였기 때문에 초진환자의 입원과 더

불어 각각 낮병원과 입원병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기간별로 정의하였으며, 기간

별에 따른 월평균 수익-비용을 산정하여 편익을 결정하였다.

3.3 설문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1) 설문조사 자료수집 및 내역

가. 진료부 설문조사

의료법인 SY재단이 운영중인 정신병원 2개소에 근무하는 진료부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57명으로 의사직(9명), 간호사직(45명), 전문요원(3

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기간은 1주일이였으며, 각병동, 의국, 그리고 사회사업실별과 각

각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에서 각병동은 병동을 담당하는 수간호사에게 해당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수만큼 설문조사표를 의뢰하였으며, 의국은 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의사

별로 개개인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사회사업실은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수는 총 57부로 전부 회수되었다.

나. 환자가족 설문조사

조사대상병원에서 낮병원을 운영할 때, 대상환자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

47) 낮병원의 운영특성상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비수익공간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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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5 환자가족 설문조사 대상기준

항 목 대상지역 대상환자 대상환자가족

조 건

- 병원이 소재한 지역의 일일생활 및

상업권역

- 병원셔틀버스가 운행하는 지역

- 병원의 외래분원이 소재한 지역

-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직접면담을 할 수 있으며,
연락가능한 환자 및 환자가족, 그리고, 현재의

환자증상을 알수 있는 환자

조사대상 - 진주시, 사천시

- 입원 및 외래를 통해

조사대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 환자의 진료비를 현재

지원하고 책임지는

보호자

(형, 부모, 누나, 부부등)

앞의 조건에 따라 현재 조사대상병원에 입원 및 외래를 통해 입원중인 환자를 면회오

는 환자가족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3주간으로 대부분 주

말이나 공휴일에 환자를 면회올 때, 환자의 진료비를 현재 지원하는 환자가족과 조사자가

직접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총 53명). 초기 대상환자군의 양적인 면을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정신과 환자가족의 특성(대외적인 노출회피 및 사생활보호)을 고려

하여 대면조사만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일반적인 사항과 인지도 및 참여도에 관한 개요는 Microsoft Excel 97(Windows 95/98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수치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값, 중앙값, 최대

값, 최소값, 최빈값 등 5개 항목으로 인지도와 참여도 설문에서 각 항목별에 응답한 값을

5점 척도로 분류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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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설문지 5점척도 기준

항 목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직종별, 설문항목별 및 연관성 등 보다 세부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AS

6.12(Windows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적 검정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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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

4.1 연구의 전제조건

현재 연구대상병원은 입원병동만 운영하고 있으며, 낮병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이므로, 낮병원도입에 따른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참

고로 여기에 제시한 연구내용은 입원병동과 낮병원에 대한 비교분석이므로, 이하 모든 분

석의 기준은 입원병동과 낮병원으로 한정하였다.

1) 대상환자수

입원병동과 낮병원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규모로써, 의료기관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병상수로 표시한다. 즉, 병상수는 곧

환자수를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기준이 대상환자수는 입원병동의 경우, 병원급의 기

준이 되는 최소병상수인 30병상을 근거로 최소기준을 잡았으며, 낮병원의 경우 전문의 델

파이 설문결과에서 합의된 30병상을 근거로 기준을 잡았다. 따라서, 이들 두 기준의 일치

점인 30병상을 근거로 대상환자수는 30명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2) 대상환자종류

앞서 연구대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신과의 경우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간

의 수가기준자체가 행위별과 일당정액제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연구대상병원의 원무과 자

료분석결과 의료보험환자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은 약 140여만원이고, 의료보호환자 1인

당 월평균 의료수익은 약 80여만원으로 이 둘의 차이는 약 60여만원이 되며, 또한 진료를

행한 자체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본연구의 수익산출에 합리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대상환자종류를 의료보험환자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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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환자기준

대상환자는 입원병동과 낮병동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초진환자군을 기준으로 설정하였

는데, 이는 의료보험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별 입원료 수가 차등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초진환자를 기준으로 재원기간별로 산출하였다.

4) 대상병동기준

입원병동에 대한 산출기준은 현행 운영중인 연구대상병원의 입원병동을 근거로 수익

과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낮병원의 경우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모형을

토대로 낮병원에 대한 예상 수익과 비용을 산출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병동은 입원

병동은 현행 운영중인 입원병동이며, 낮병원은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결과이다.

5) 운영일수

입원병동의 경우 입원료 산정의 기준을 월단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월평균 일수인 30

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낮병원의 경우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결과에서 제시한 주 5일,

4주 기준으로 한 월평균 20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6) 기회비용

입원병동의 경우 기존의 입원병동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였으므로, 기회비

용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낮병원의 경우 기존에 있는 연구대상병원의 집단치료실(프로그

램실)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추가적인 기회비용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비교대상간의 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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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 및 인력기준

입원병동과 낮병원의 경우 시설에 대한 기준은 정신보건법상에 제시한 환자 1인당을

기준으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인력에 있어서는 입원병동의 경우 정신보건

법상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였고, 낮병원의 경우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에

서 제시한 인력기준을 설정하였다.

8) 수익 산출기준

현행 의료보험 수가집을 기준으로 한 수가항목별에 따른 행위별 수가에 대해 수익을

산출하였으며, 낮병원의 경우 입원료에 있어서 입원병동과는 달리 재원기간별 수가차등제

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입원료 등). 그러나, 입원환자에 한해 한정된 수가항목은 낮병원에

서는 적용받지 않았다(정신과적 재활요법 등).

9) 비용 산출기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으로 나누었으며, 이들을 다시 합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

누었다. 고정비에는 인건비, 고정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병동비에는 재료비, 변동관리

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입원병동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이 낮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었다(예, 피복침구비, 세탁비 등).

인건비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력설정함. 입원병동의 경우 정신보건법 기준

에 따른 시설과 인력기준이 필요로하지만, 낮병원의 경우 별도의 낮병원 입원료산정과 더

불어 입원병동의 시설과 인력기준과는 별도임. 의사직의 경우 입원병동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60인 기준에 1명으로 30병상에서는 0.5인으로 산정하며, 간호직과 보호사의 경우

환자 13인당 1명으로 30병상에서는 2.4인으로 산정함. 그리고, 전문요원의 경우 환자 100

명당 1인으로 30병상에서는 0.3인으로 산정하였음.

그러나, 낮병원의 경우 연구조사에서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에서 나타

난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건비 산정에 기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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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고정비용중 인건비 산정에 따른 인력기준

항 목 입원병동 30병상 낮병원 30병상

의사직 환자 60명당 의사 1인기준으로 0.5명 의사 1명, 기여도 20%

간호직 환자 13명당 간호사 1인기준으로 2.4명 간호사 1명, 기여도 20%

전문요원 환자 100명당 전문요원 1인기준으로 0.3명 전문요원(사회복지사) 1명, 기여도 80%

자원봉사 / 보호사 간호인력에 비례한 보호사인력 2.4명 2명, 기여도 100%

비 고 정신보건법 기준 (각각 기여도 100%)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기준

표 3-8 야간 당직근무 기준

구 분 입원병동 낮병원

주간근무 기준 근무 시간

야간근무 야간 연장 및 추가 근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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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연구대상 비교(입원병동과 낮병원)

항 목 입원병동 낮병원 비 고

대상환자수 30명
전문의 델파이에서 나타난 인원수

기준(병원급의 기준이 되는 최소 병상수)

대상환자종류 의료보험환자군 행위별수가제

대상환자기준 초진환자군
대상초기부터 입원기간별에 따른 변이를

보기위해 설정

대상병동 기준
현재 운영중인

입원병동을

근거로 함

델파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한

모형낮병원

현행 운영중인 입원병동의 자료를 근거로

입원병동의 수익과 비용을 산출했으며, 델파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낮병원의 수익과 비용을

산출함.

운영일수
30일

(월평균 일수기준)
20일

(주 5일, 4주 기준)
전문의 델파이에서 나타난 운영일수 기준

(1일 7-8시간 활동 기준)

기회비용 없음 기존의 시설에서 활용(입원병동 대체)

시설, 인력기준 정신보건법 기준
낮병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설과

인력기준중, 전문의 델파이조사에서 나타난

인력기준적용

비용산출기준
월평균 병상당

비용산출

운영일수 기준에

따른 변동 및

고정 비용산출

낮병원에서 변동비용은 인건비와 재료비이며,
관리비는 고정비용으로 입원병동과 동일하게

병상당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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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익과 비용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내용

낮병원에 대한 운영모형기준은 전문의 델파이설문에서 나타난 규모를 기준48)으로 설

정함.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의 특성상 입원기간별49)에 따른 수익-비용차이를 보기 위해

입원초기 1개월과 2개월이후, 그리고, 퇴원달50)로 나누어 분석함. 수익부문에서 기간의료

수익과 의료수익으로 나누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의료수익 : 정신요법료(정신사회사업조사 일부제외, 정신과 재활요법제외), 투

약료, 입원료, 의약품관리료, 복약 및 조제료, 식대비 등.

②기본의료수익 : 입원초기나 입원기간중 특정월에만 발생하는 수익부문으로, 입원초

기의 초재진료, 검사료, 정신요법료(정신사회사업조사-개인력조사 등)이 있으며, 퇴원전에

산정가능한 정신요법료중 정신과 재활요법.

비용부문에서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나누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고정비용 : 관리비항목으로 입원병동과 낮병원은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병상당으로

환산하여 월평균 운영일수에 맞게 산정함. 특히, 낮병원의 경우 야간에는 사용하는 관리비

항목은 연구대상병원의 관리비항목을 분석한 결과51)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하

게 산정.

② 변동비용 : 인건비, 재료비등과 같은 항목으로 투여인력과 사용하는 재료비를 근거

로 산출.

시설 및 인력기준은 현행 정신보건법상에 나타난 기준을 우선적용함. 분석기준은 병원

의 경영적인 측면에 기준을 두었다.

48)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참조

49) 입원료를 입원초기후 1- 15일까지는 100%산정, 16-30일까지는 90%산정, 31일 이후는 85%산정함.
50) 의료보험수가집에서 정신요법료와 같은 입원기간의 특성에 따른 개별산정으로 인해 입원초기, 입원1개월후,
퇴원전 등으로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함

51) 모든 활동이 주간에 이루어지므로, 야간에 발생하는 관리비항목은 주간이 비해 비율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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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조사의 비경제적 타당성 분석내용

1) 진료부 설문조사

낮병원에 대한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인지도에 관한 설문부문에서는 지역 정신보

건공급체계가 입원 및 수용위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에서 일개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①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낮병원의 역할과 내용

②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낮병원 의료서비스의 예상 수요도

③ 낮병원과 입원병동간의 의료서비스 제공량

④ 현재 정신과 의료보험수가체계에서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간의 서비스 제공

량 차등

⑤ 낮병원이 입원위주의 정신병원에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낮병원 도입에 대한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참여도에 관한 설문부문에서는 현재의

근무여건에서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낮병원 도입에 관해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을 실시하였다.

① 장기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병원내 또는 인근도시지역의 외래분원에

낮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② 낮병원 도입후, 입원병동을 담당하는 진료진이 낮병원을 병행하며 근무하는 의견

③ 낮병원 도입후,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낮병원과 입원병동간의 희망근무지 의견

④ 낮병원 도입후, 낮병원 질적향상을 위해 진료진의 자발적인 노력여부

⑤ 환자가족이 진료진에게 도움을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한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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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족 설문조사

환자에 대한 그 가족의 관심도에 대한 사항으로 낮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자

와 가족간의 관심도를 조사하여 조사대상 환자가족의 환자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함.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의 질병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부문

② 환자의 증상이 호전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문

③ 병원에 면회를 자주 오는지에 관한 부문

④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부문

⑤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게 하기 위해 온 가족이 노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협력부문

낮병원 운영에 관한 환자가족의 참여도 사항으로 조사대상병원에서 낮병원을 운영하

고자 할 때, 환자가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내용중, 낮병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부문

② 환자의 증상이 호전될수 있도록 낮에는 낮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서 가

족과 함께 지낼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부문

③ 낮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족이 부담할수

있는지에 관한 부문(경제적 부담)

④ 입원에 비해 낮병원을 이용할 때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부담에 관한 예측부문

⑤ 병원에서 본인에게 어떤때라도 환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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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의 통계적 분석개요52)

응답자들이 응답한 설문지에 대해 인지도(관심도)전체와 참여도전체에 대한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53)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인지도(관심도)와 참여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해 카이제곱검

정54)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Test)55)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였

다.

설문조사부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부문은 정신병원에 낮병원 도입을 위한 비경제적

인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인지도를 통해 낮병원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인식

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한 뒤, 참여도를 통해 알고자하는 비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지도와 참여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부

문에서는 주로 비경제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참여도 위주로 기술하였다.

5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2000), SAS를 이용한 의학통계 자료분석.
53) 다른 분야와는 달리 보건학 또는 의학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분형으로 측정된 변수가 많다. 예를들면, 특정질병

의 이환여부, 사망여부, 재발여부 등 상당이 많은 변수들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범주형으로 측정된

변수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이 있다. 이 검정은 본연구에서 인지도

와 참여도에 대한 확률적인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된 통계기법으로 위의 통계분석결과,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에서 기대치가 5미만인 셀이 존재하므로 Fisher의 정확도 검정을 시행한다. 카이제곱검정은 기본적으

로 양측검정이며, 따라서 양측검정의 결과만을 제시하나 Fisher의 정확도 검정은 양측검정과 대립가설의 방향성

에 따른 단측검정의 결과 모두(2-T ail)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양측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 확률이 0.001로

써,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54)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경우에 t -검정이 이용된다. t검정에는 독립적인 두 표본 t검정과 쌍을 이룬

두 표본 t검정이 있다. t검정에서 주의하여햐 할 점은 측정된 종속변수는 반드시 연속형 변수여야 하며, 정규분포

를 따라야하고 관측치간에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55) 두 집단의 모평균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t검정을 통해 실시하지만,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두집단간의 비교가 아니라 셋이상의 모집단간의 모형균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와같이 셋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고자 할 경우에 분산분석이 이용되며,
분산분석은 요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1요인 분산분석이며, 둘인경우를 2요인 분산분석이라고 한다. 분산분석

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형태는 t검정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이고 독립변수는 범주형변수이다.
또한 종속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고 관찰치간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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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 분석결과

1.1 낮병원 적정운영규모 및 인력수준

낮병원 도입에 따른 적정운영규모를 보여주는 설문결과에서 일일평균 참여환자수는

25명이상에서 30명미만이였으며, 1주간 평균운영일수는 주 5일이였고, 일일평균 낮병원

운영시간은 7시간 이상에서 8시간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표 4- 1 낮병원 도입에 따른 적정운영규모

항 목 일일평균 참여환자수 1주간 평균운영일수 일일 평균운영시간

조사결과 25 - 30명미만 주 5일 7 - 8시간 미만

주) 현행 의료보험 수가집기준으로 낮병원 수가는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귀가한 경우에 한해 수가산정이

됨.

낮병원 도입에 따른 인력수준은 직종별 참여인원수와 직종별 기여도를 조사하였으며,

의사직의 경우 1명으로 기여도는 20% 수준으로 나타남. 의사직은 낮병원을 전체적으로 총

괄을 담당하며, 낮병원 이용환자를 선정하고 증상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간호직의 경우 1명으로 기여도는 20%수준이며, 사회사업직의 경우 1명으

로 기여도는 70%수준으로 낮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으

로 수렴되었다. 임상심리직의 경우는 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낮병원에 신환환자의 경

우 심리검사 등에 역할을 해야하는 것으로 낮병원 운영에 직접참여하는 것보다는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원봉사직의 경우 낮병원이나 정신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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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활동에 경험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낮병원만 전담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낮병원 도입에 따른 인력수준

항 목 의사직 간호직 사회사업직 임상심리직 자원봉사

참여인원 1명 1명 1명 0명 2명

기 여 도 20 % 20% 80% 0% 100%

주) 참여인원란에 해당직종이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경우 0를 기입함

기여도에서 낮병원에 항상 상주하여 주도해야하는 직종의 경우는 100으로 하되, 없을 경우 각 직종별 기여도

를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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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1주간 표준 정신의료서비스 수준

다음의 항목은 의료보험 수가 기준집중 제 8장 정신요법료에 대한 분류로 아래 내용중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표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문으로 낮병원에서 제공할수

있는 항목과 제공횟수에 대해 조사된 결과를 기재하였다. 특히, 제공에 있어 참고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으로 분류하여 기재됨. 조사대상자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항목에 대해서는 낮병원에서 제공할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제공횟수는 찬성하는

대상자의 중앙값을 기재하였다. 참고사항은 전문가 패널에서 각 항목에 대한 개인적은 추

가의견을 기재하였으며, 본 설문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표밑에 별도로 기재하였다.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연구대상병원의 정신

과 전문의에 의해 합의된 낮병원에서 제공가능한 정신요법료 수가항목은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 집단정신치료-일반집단치료와 정신치료극, 가족치료-개인치료

와 집단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정신과적 재활요법, 정신과적 응급처치, 정신의학적 사회

사업- 개인력조사와 사회사업지도 그리고 사회조사와 가정방문 등이였다. 이들에 대한 주

간 제공횟수는 주로 1회에서 2회가 대부분이였으며, 각 수가항목별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특정기간에만 제공할수 있는 항목도 있었다(정신의학적 사회사업과 정신과적 응급처치

등). 특히,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내용이외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과 전문의 개개인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표아래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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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1주간 표준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수준 (1)

진료 행위
낮병원 제공 여부

( O / X )
제공 횟수/주당 참 고 사 항

① 개인정신치료
- 지지요법

O 2 필요시 수시제공
지지와 심층을

합하여 산정② 개인정신치료
- 심층분석요법

O 1 필요시 수시제공

③ 집단정신치료
- 일반집단치료

O 1

④ 집단정신치료
- 분석집단치료

X -

⑤ 집단정신치료
- 정신치료극

O 1
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필요시

수시제공

⑥ 가족치료
- 개인치료

O 1 필요시 제공

⑦ 가족치료
- 집단치료

O 1 필요시 제공

⑧ 작업 및 오락요법 O 2 사회복귀의 차원에서 수시제공 가능

⑨ 약물이용면담 X -

⑩ 전기충격요법
- 일반전기충격요법

X -

⑪ 전기충격요법
- 특수전기충격요법

X -

⑫ 지속적 수면요법
- 전기

X -

⑬ 지속적 수면요법
- 약물

X -

⑭ 지속적 수면요법
- 마취

X -

⑮ 정신과적 재활요법 O 2

2-3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후,
퇴원전 10회 정도 산정가능

낮병원에서는 청구가 어려우므로,
퇴원전 입원으로 전환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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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1주간 표준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수준 (2)

진료 행위
낮병원 제공 여부

( O / X )
제공횟수/주당 참 고 사 항

정신과적응급처치 O 응급시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시

응급처치 수준의 정도, 사용할수 있는

침대와 주사제등 상비약 구비요함

응급상황은 가능성이 적으므로 제공은

가능하나 정확한 횟수는 산정하기 어려움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 개인력조사
O 기간중 1회

의료보험 수가기준에서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가능함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 사회사업지도
O 1회 주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현행

의료보험 수가기준에서 곤란함

치료기간중 1-2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낮병원 운영중에 필요시

한두차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 사회조사
O 1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 가정방문
O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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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원과 관계된 전문가 패널의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수가는 입원과 외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낮병원에서 적용되지

않는 수가항목들이 많다.

특히, 환자재활에 관련된 항목은 낮병원에서 청구가 어려움이 있다.

정신과 의사가 항상 상주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조정(coordination)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성은 환자보호자들이 많이 느끼나, 본인부담금 문제로 환자가 잘모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과 의사에게 입원병동과 낮병동을 동시에 담당한다면, 상대적으로 낮병동에

소홀해질 것이다.

본원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할 경우 외래분원에 생긴다면 외래분원에 상주하는

담당의사가 낮병동을 같이 운영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낮병원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복귀인지, 단기집중치료인지 등에 관한

목표설정이 필요로 하며 이에따라 제공서비스 기준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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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 비용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낮병원 도입에 대해 수익-비용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수익부문과 비용부문, 그리고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대상병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낮병

원에 대한 운영규모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낮병원에

대한 운영예측수익-비용을 산출하였다.

2.1 수익분석(의료수익)

수익분석에 있어서 의료이용기간중 특정기간에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본의료

수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외 발생하는 수익은 고정의료수익으로 구분하였다.

1) 기본의료수익

기본의료수익은 입원환자와 낮병원환자의 초기부터 퇴원까지 전 기간중 특정기간에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입원 첫달과 퇴원전으로 구분함. 입원환

자와 낮병원환자간의 입원첫달동안 환자 1인당 월평균 기본의료수익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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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의료이용 초기 1개월간 초진환자 1인당 월평균 기본의료수익내역

구 분 입원환자 낮병원환자

초재진료 7,400원 7,400원

검사료 42,332원 42,332원

정신요법료
(정신의학적사회사업-개인력조사)

5,200원 5,200원

계 54,932원 54,932원

비 고 초진환자 기준

주1) 검사료는 연구대상병원에서 매월발생하는 신환환자의 평균검사료를 산정하였으며, 검사료에는 심리검사와

내과계 검사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음.

주2) 각 수가항목별 발생수익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진료기관 가산율은 제외됨.

입원환자와 낮병원환자간의 퇴원전에 환자 1인당 월평균 기본의료수익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4-6 의료이용 퇴원달에 환자 1인당 월평균 기본의료수익내역

구 분 입원환자 낮병원환자

정신요법료

(정신과적 재활요법)
3,300원 X 10 = 33,000원 없음

비 고

2-3개월이상 장기입원 치료후

퇴원전 10회 정도 산정할수 있는

요법임.
낮병원에서는 산정할수 없음.

위의 표에서 나타난 각각의 기간에 따른 수가항목은 정신병원 이용초기와 퇴원전에만

산정하는 것으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수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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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재원기간별 환자 1인당 기본의료수익내역

2) 고정의료수익56)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입원료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표 4-7 입원료 산정기준

항 목 입원병동 이용환자 낮병원 이용환자

입원기간별차등제

입원후 1-15일까지는 100%,
16-30일까지는 90%, 그리고 31일

이상은 85%만 산정함
적용안됨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율

입원료의 30% 가산

간호관리료 차등 1등급 상향시 입원료의 10%씩 가산

56) 의료이용중 특정기간에 발생하는 기본의료수익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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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와 낮병원환자간의 환자 1인당 월평균 고정의료수익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4-8 환자 1인당 월평균 고정의료수익

단위 : 원

구 분
입원병동 환자1인당 월평균 고정의료수익 낮병원 환자 1인당 월평균 고정의료수익

입원 1개월 1개월 이후 입원 1개월 1개월 이후

의약품 관리료 17,400 17,400 1,500

입원료 674,310 603,330 364,000

복약 및조제료 7,800 7,800 7,800

약품비 63,414 ±54,382 63,414

정신요법료 235,069 ±30,018 235,069

식대비 297,000 297,000 66,000

계 1,294,993 1,224,013 737,783

주) 약품비와 정신요법료는 환자의 진단명에 따라 변이가 있으므로 평균값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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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재원기간에 따른 고정의료수익의 변동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재원기간에 따른 환자 1인당 월평균 고정의료수익변화

3) 총의료수익의 재원기간별 변화

정신과 이용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검사가 초기에 이루어지며, 재원기간중 특별한 증상

이나 진단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함. 따라서, 아래의 재원기간별 총진료비 수준에

서 나타난 금액은 조사대상병원의 평균수준치를 산출하였다.

표 4-9 재원기간별 환자1인당 월평균 총진료비 수준(신환환자 기준)

단위 : 원

항 목
입원환자 1인당 월평균 총진료비 낮병원환자 1인당 월평균 총진료비

기본의료수익 고정의료수익 계(가산율 포함) 기본의료수익 고정의료수익 계(가산율 포함)

최초 1개월 54,932 1,294,993 1,408,005 54,932 737,783 850,795

2개월 이상 - 1,224,013 1,272,587 - 737,783 786,357

퇴원달 33,000 1,224,013 1,312,187 - 737,783 78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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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 나타난 내용중 입원환자와 낮병원 환자 1인당 월평균 총의료수익을 그림으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환자 1인당 재원기간별 월평균 총의료수익의 변화

4)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총의료수익비교(30병상 기준)

병원급의 기준병상이 되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설정한 30병상을 기준으로 재원기

간별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총의료수익을 비교하였다.

표 4- 10 월평균 총의료수익비교 (30병상 기준)

항 목 입원병동 총의료수익 (A) 낮병원 총의료수익 (B) 차 이 (A - B) 백분율(A/B, %)

최초 1개월 42,240,150 원 25,523,850 원 16,716,300 원 165.5

2개월 이후 38,177,610 원 23,590,710 원 14,586,900 원 161.8

퇴 원 달 39,365,610 원 23,590,710 원 15,774,900 원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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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4 월평균 총의료수익비교 (30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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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용분석

비용분석은 항목별 비용분석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나누어 1차적인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고정비 및 변동비에 따른 비용분석에서는 고정비용(인건비, 재료비)과 변동비

용(관리비)으로 나누어 분석실시하였다. 특히, 낮병원 근무자는 월평균 주5회, 총 20일을

근무하며, 입원병동 근무자는 월평균 2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상환자수는 각각

30명으로 설정하였다.

1) 항목별 비용분석

가. 인건비

인건비 산정내역은 입원병동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각 직종별 월평균 급여에 인원수,

그리고 참여도(활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음. 간호직, 전문요원, 그리고 보호사직의 호

봉수는 각각 8호봉을 기준으로 적용함. 의사직의 경우 정신보건법상 환자 60명당 1인으로

되어 있어, 30병상 기준으로 0.5인으로 참여도가 100%이므로 월평균 급여가 3,000,000이

됨. 따라서, 간호직, 전문요원, 그리고 보호직의 경우도 동일하게 산출하였음. 특히, 이들중

에는 야간근로수당(간호직과 보호사직)에 대한 부문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

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각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직종별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입원병동 근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기준호봉은 진료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진료부서 직원의 평균연령57)을 고려하여

산출한 호봉수인 8호봉을 기준호봉으로 하여 직종별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였다. 의사직

의 경우 야간 연장수당 대상직종이며, 간호직과 보호사직의 경우 야간 추가수당 대상직종

으로 분류하여 각각 산정하였다.

57) 진료부 설문조사결과에서 보여주는 평균연력을 기준으로 호봉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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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1 입원병동 근무자 직종별 야간근무수당 비교

(각각 8호봉, 월평균 8회 야간근무 기준, 의사직 5회)
단위 : 원

항 목
야간 연장 수당 대상 직종 야간 추가 수당 대상 직종

의 사 직 간 호 직 보 호 사 직

1회 기준 야간 수당 100,000 15,625 13,750

월평균 지급 야간 수당 500,000 125,000 110,000

주) 의사직의 경우 간호직과 보호사직과 달리 해당병동에만 근무하는 고정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은 의사인력에 따라 변이가 크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연구대상병원의 평균 의사직 야간수당

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월평균 5회 기준). 특히, 전문요원은 야간근무가 없음.

낮병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입원병동과 유사한 방법으로 산출되었으며, 낮병원의 경

우 근무일수가 주당 5일로 월 20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1인 1일당 급여기준에 환산하여

월평균 급여를 산출하였음. 따라서, 낮병원의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낮병원에 투여되는 참

여도(활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표 4- 12 직종별 인건비 비교

단위 : 명, 원

항 목

입원병동 인건비 (30병상-30일 근무) 낮병원 인건비 (30병상-20일 근무)

1인 1일당
급여기준

인력수 급 여
1인 1일당
급여기준

인력수 급 여

의사직
고정급여 240,000

0.5 3,250,000 240,000 0.2 960,000
야간연장수당 100,000 (5회)

간호직
고정급여 60,000

2.4 3,900,000 60,000 0.2 240,000
야간추가수당 15,625 (8회)

자원봉사

/ 보호사

고정급여 48,000
2.4 3,144,000 10,000 2.0 400,000

야간추가수당 13,750 (8회)

전문요원 60,000 0.3 450,000 60,000 1.0 1,200,000

계 457,375 5.6 10,744,000 370,000 3.4 2,800,000

주) 간호직과 보호사직의 야간수당은 앞서 제시한 표의 기준으로 월평균 8회근무에 각각 8호봉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함. 의사직의 경우 월 평균 5회 연장근무 기준임. 특히,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우 각 급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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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비

재료비 부문에서 연구대상병원에서 산정하는 재료비 원가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낮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활동하는 월평균 일수는 20일이지만, 투약은 30일분으로 한달치로

산정함. 특히, 급식재료는 대상환자군이 급식을 받는 일일 횟수를 근거로 원가를 산출하였

다.

표 4- 13 재료비 항목별 비교

단위 : 명, 원.

항 목

입원병동 재료비 (30병상 - 30일 기준) 낮병원 재료비 (30병상 - 20일 기준)

1인 1일당
재료비 기준

평균 환자수 비 용
1인1일당

재료비 기준
평균 환자수 비 용

급식재료 7,500 30 6,750,000 2,500 30 1,500,000

진료재료 1,200 30 1,080,000 1,200 30 720,000

약품비 3,000 30 2,700,000 3,000 30 2,700,000

계 11,700 30 10,530,000 6,700 30 4,920,000

비 고 주, 야간 (1일 3식분, 단 약품비는 1개월분) 주간 (1일 1식분, 단 약품비는 1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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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비

관리비 부문에 대한 기준은 연구대상 병원에서 낮병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의 월평

균관리비를 병상수로 나누어, 환자 1인당 월평균 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특히, 관

리비 부문에서 고정관리비와 변동관리비58)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낮병원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은 기존의 병원내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관리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음. 변동관리비중 세탁비, 피복침구비, 기타용역비 등

은 낮병원에서는 산정되지 않는 변동관리비이며, 낮병원에서 관리비 적용기준은 30일 기

준으로 변동관리비중 일일 주간활동시간(1일 8시간 기준)에만 산정하였다.

표 4- 14 관리비 항목별 비교

단위 : 원

항 목

입원병동 관리비 (30병상-30일 기준) 낮병원 관리비 (30병상-30일 기준)

병상당 월평균
병상수 /
적용기간

산출 비용 병상당 월평균
병상수 /
적용기간

산출 비용

변동

관리비

소모품비 3,220

30병상,

1일

24시간

96,600 3,220

30병상,

1일

8시간

22,540

수도비 5,630 168,900 5,630 37,533

전력비 26,500 795,000 26,500 176,667

난방비 17,800 534,000 17,800 118,667

세탁비 9,830 294,900

- -피복침구비 11,420 342,600

기타용역비 7,580 227,400

변동관리비 계 62,980 2,459,400 53,150 355,407

고정관리비 계 163,000
30병상,

1일 24시간
4,890,000 163,000

30병상,

1일 24시간
4,890,000

관리비 총계 225,980 30병상 7,349,400 216,150 30병상 5,245,407

비 고 변동관리비 (낮병원의 경우 주간), 고정관리비 (주야간)

주) 낮병원 관리비 산출에서 기간을 30일로 산정한 이유는 낮병원 공간이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수익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낮병원으로 부담시킴.

58) 관리비 계정과목중 소모품비, 수도비, 전력비, 난방비, 세탁비, 피복침구비, 기타용역비 등은 변동관리비로 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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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비와 변동비에 따른 비용 구분

가. 고정비

30병상을 기준으로 하는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고정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15 30병상을 기준으로 한 총비용중 고정비에 대한 내용

단위 : 원

구 분 입 원 병 동 낮 병 원

인 건 비 10,744,000 2,800,000

고 정 관 리 비 4,890,000 4,890,000

고 정 비 계 15,634,000 7,690,000

주) 인건비항목은 전체가 고정비에 포함이 되며, 관리비를 고정관리비와 변동관리비로 나누어 위의 표에서는 고

정관리비만 기재함.

나. 변동비

30병상을 기준으로 하는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변동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16 30병상을 기준으로 한 총비용중 고정비에 대한 내용

단위 : 원

구 분 입 원 병 동 낮 병 원

재 료 비 10,530,000 4,920,000

변동 관 리 비 2,459,400 355,407

변 동 비 계 12,989,400 5,2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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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비용

가. 비용항목별에 따른 총비용 결과

30병상을 기준으로 한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월평균 총비용에서 각 부문별에 대한 비

율은 입원병동의 경우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관리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낮병원의 경우 관리비,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 순으로 값이 산출되었다. 특히, 비용자료

를 연구대상병원에서 환산된 값을 근거로 산출59)하였으므로, 낮병원의 관리비가 다소 크

게 산정되었다.

표 4- 17 비용항목별 월평균 비용내역 (30병상 기준)

단위 : 원, %

구 분 입원병동 월평균 비용내역 (30병상 기준) 낮병원 월평균 비용내역 (30병상 기준) 차 이

(A- B)세부항목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계 (A)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계 (B)

월평균

비용
10,744,000 10,530,000 7,349,400 28,623,400 2,800,000 4,920,000 5,245,407 12,965,407 15,657,993

백분율 37.5 36.8 25.7 100.0 21.6 37.9 40.5 100.0
220.8

(A / B)

59) 의료기관중에서 정신의료기관은 규모의 경제가 비교적 잘 적용받는 기관으로 연구대상병원의 병상수에 근거

한 관리비용이므로 본 연구의 기준병상수인 30병상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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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병동과 낮병원에 대한 총비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5 30병상 기준에서 총비용 비교

나. 고정비와 변동비 항목에 따른 월평균 총비용 결과

30병상을 기준으로 한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월평균 총비용에서 고정비와 변동이에

따른 분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18 고정비와 변동비 항목에 월평균 총비용내역 (30병상 기준)

단위 : 원, %

구 분 입원병동 월평균 비용내역 낮병원 월평균 비용내역

세부항목 고정비 변동비 합 (A) 고정비 변동비 합 (B)

월평균

비용
15,634,000 12,989,400 28,623,400 7,690,000 5,275,407 12,965,407

백분율 54.6 45.4 100.0 59.3 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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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익분석

1) 재원환자의 월별 이익 비교분석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수익-비용의 이익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19 재원환자의 월별 이익 비교분석 결과

단위 : 원

구 분 입원병동 월평균 이익 낮병원 월평균 이익 차 이

(A - B)세 부 항 목 총수익 총비용 이익 (A) 총수익 총비용 이익 (B)

최 초

1개월

환자1인당 1,408,005 954,113 453,892 850,795 432,180 418,615 35,277

30병상기준 42,240,150 28,623,400 13,616,750 25,523,850 12,965,407 12,558,443 1,058,307

2개월

이후

환자1인당 1,272,587 954,113 318,474 786,357 432,180 354,177 - 35,703

30병상기준 38,177,610 28,623,400 9,554,210 23,590,710 12,965,407 1,071,093 - 1,071,093

퇴원달
환자1인당 1,312,187 954,113 358,074 786,357 432,180 354,177 3,897

30병상기준 39,365,610 28,623,400 10,742,210 23,590,710 12,965,407 10,625,303 116,907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이익에 대해 환자 1인당과 30병상 기준으로 각각 분리하여 비

교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4-6 환자 1인당 기준에서 각각의 이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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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30병상 기준에서 각각의 이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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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환자기준으로 한 총이익 비교

앞서 제시한 재원기간을 기준으로 한 총이익의 비교는 해당월에 대한 내용으로 환자

1인당의 전체재원기간에 대한 총익을 제사하기 못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퇴원환자1인을

기준으로 전체재원기간에 대한 총익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속적으로 재원중인 환자와도 비교하였다.

표 4-20 재원환자 및 퇴원환자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단위 : 원

구 분 입원병동 월평균 이익 낮병원 월평균 이익 차 이

(A - B)세 부 항 목 총수익 총비용 이익 (A) 총수익 총비용 이익 (B)

최초1개월

입원후

월말

퇴원한환자

환자1인당 1,408,005 954,113 453,892 850,795 432,180 418,615 35,277

30병상

기준
42,240,150 28,623,400 13,616,750 25,523,850 12,965,407 12,558,443 1,058,307

2개월

입원후

월말

퇴원한환자

환자1인당 2,680,592 1,908,227 772,365 1,637,152 864,360 772,792 - 426

30병상

기준
80,417,760 57,246,800 23,130,960 49,114,560 25,930,814 23,183,746 - 12,786

3개월

입원

기준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환자1인당 3,953,179 2,862,340 1,090,839 2,423,509 1,296,541 1,126,968 - 36,129

30병상

기준
118,595,370 85,870,200 32,725,170 72,705,270 38,896,221 33,809,049 - 1,083,879

월말

퇴원

한환

자

환자1인당 3,992,779 2,862,340 1,130,439 2,423,509 1,296,541 1,126,968 3,471

30병상

기준
119,783,370 85,870,200 33,913,170 72,705,270 38,896,221 33,809,049 104,121

4개월

입원

기준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환자1인당 5,225,766 3,816,453 1,409,313 3,209,866 1,728,721 1,481,145 - 71,832

30병상

기준
156,772,980 114,493,600 42,279,380 96,295,980 51,861,628 44,434,352 - 2,154,352

월말

퇴원

한환

자

환자1인당 5,265,366 3,816,453 1,448,913 3,209,866 1,728,721 1,481,145 - 32,232

30병상

기준
157,960,980 114,493,600 43,467,380 96,295,980 51,861,628 44,434,352 - 966,972

주) 3,4개월에 대해 2분류로 나눈 것은 계속 입원중인 상태와 해당월에 퇴원과의 비교를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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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의 결과와 같이 퇴원환자의 전체재원기간에 대한 총이익의 변화에서 낮병원은

최초입원후, 2개월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입원병동에 비해 이익이 큰 것으로 산출

되었으며, 3개월기준으로 월말에 퇴원을 할 경우 입원병동이 다소 이익인 것으로 산출되

었다. 그러나, 4개월기준으로 부터는 계속입원과 퇴원환자 모두 낮병원이 유리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2개월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중인 환자와 월말 퇴원환자에 대한 구분은 수가산정

기준에서 변화가 없으므로 계속입원중인 환자의 이익과 월말 퇴원환자의 이익이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4가지 기준으로 위의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림으로 제

시하였다.

표 4-21 그림구분 개요표

구 분
계속재원중인 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변화
월말 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변화

환자 1인당 기준 그림 A 그림 C

30병상 기준 그림 B 그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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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원환자의 총재원기간별 총이익의 변화

그림 4-8 재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A)

그림 4-9 30병상 기준으로 전체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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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원환자기준으로 전체재원기간별 총이익의 변화

그림 4- 10 퇴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C)

그림 4- 11 30병상 기준으로 전체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총이익 비교분석 결과 (그림 D)

- 96 -



2.4 결과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재원기간별 총이익차이비교에서 입원초기 1개월은 입원병동

이, 2개월이후부터는 낮병원이, 다시 퇴원전까지는 입원병동이 총이익이 크다. 특히, 재원

기간중에 최초 1개월과 2개월 이후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퇴원전에 보여주는 입원

병동과 낮병원간의 총이익 차이비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이는 퇴원전 입원병동에만 적

용되는 정신요법료중의 정신과적 재활요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표에서 보

여주는 총이익간의 차이는 입원환자에서 수가차등제를 적용받는 것이 주원인이며, 낮병원

환자에서는 적은 비용이 주원인이 되었다.

표 4-22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

단위 : 원

구 분 최초 1개월 2개월 이상 퇴원달

환자 1인당 기준
이익차이 35,277 - 35,703 3,897

30병상 기준 이익차이 1,058,307 -1,071,093 116,907

그림 4- 12 환자 1인당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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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3 30병상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아래에 제시된 표와 그림은 환자의 재원기간 전체에 대한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이익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월별로 연속적으로 재원한 환자와 월별로 월말에 퇴원하는 환자들

간 각각의 이익차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연속재원환자 기준으로 한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에서 입원병동은 최초 1개월때에는 이익이 낮병원보다 많이나지만, 재원기간이 늘어

나면서 낮병원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표 4-23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연속재원환자 기준으로 한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

단위:원

구 분 최초 1개월 재원 2개월 연속재원 3개월 연속재원 4개월 연속재원

환자 1인당 기준

이익차이
35,277 - 427 - 36,129 - 71,832

30병상 기준

이익차이
1,058,307 - 52,786 - 1,083,879 - 2,154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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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4 재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그림 4- 15 30병상 기준으로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다음으로, 퇴원환자 기준으로 한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에서는 최초 1개워로가 3개

월 연속재원후 퇴원한 환자의 경우 입원병동이 이익을 다소 많이나지만, 2개월 연속재원

후와 4개월 연속재원후에 대해서는 낮병원이 이익을 더 많이내고 있다. 참고로, 4개월째

이후부터는 낮병원이 이익을 더 많이내는 것으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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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입원병동과 낮병원간의 퇴원환자 기준으로 한 재원기간별 이익차이 비교

단위:원

구 분
최초 1개월
재원후 퇴원

2개월
연속재원후 퇴원

3개월
연속재원후 퇴원

4개월
연속재원후 퇴원

환자 1인당 기준

이익차이
35,277 - 427 3,471 - 32,232

30병상 기준

이익차이
1,058,307 - 52,786 104,121 - 966,972

그림 4- 16 퇴원환자 1인당 기준으로 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그림 4- 17 30병상 기준으로 퇴원환자의 재원기간별 이익 차이비교(입원병동-낮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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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부 설문조사의 비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3.1 일반적 현황

진료부설문조사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것과 같으며, 한 개의 정신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수는 57명으로 이속에 의사직, 간호사직, 전문요원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사응답자중 간호사의 비중이 56.1%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요원이

5.3%로 가장 낮았다. 진료진의 정신보건관련 교육유무에서는 교육을 한번도 받지않은 인

력이 전체 52.6%에 달해 조사대상병원에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교육이수율이 다소 낮은 것

으로 제시되었다.

표 4-25 진료부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

단위 : 명, %

대상자수 백분율

진료진의 성별
남 9 15.8

여 48 84.2

진료진의 직종

의사 9 15.8

간호사 32 56.1

간호조무사 13 22.8

전문요원 3 5.3

진료진의

정신보건관련

교육유무

교육 유 27 47.4

교육 무 30 52.6

계 57 100.0

진료부 설문조사 응답자에 대한 연령분포는 30대 전후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보건기관

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50개월 전후가 가장 많았으나, 이 항목에 대한 표준편차가 커

많은 변이를 보였다. 특히, 조사대상병원에 대한 근무경력에서는 30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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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 대한 표준편차도 큰 것으로 보였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교육연수횟수에 대한

항목에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조사대상병원에서 설문에 응답한 진료

부 인력은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경력과 교육이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4-26 진료부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2)

단위 : 만_세, 개월, 회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조사대상자 연령분포 29 ± 5.0 30 41 23 30

정신보건기관 근무경력 51 ± 34.0 48 190 2 60

조사대상병원 근무경력 31 ± 18.0 33 72 2 48

정신보건 교육연수횟수 2 ± 3.8 0 14 0 0

3.2 진료진의 설문응답자의 전체 인지도-참여도와의 상관관계

조사응답자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인지도와 전체참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Sample Size = 285).

표 4-27 진료진 전체 인지도와 전체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항 목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2-Tail)

값 37.784 P-Value(유의확률) < 0.001

다른 분야와는 달리 보건학 또는 의학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분형으로 측정된 변수가 많

다. 예를들면, 특정질병의 이환여부, 사망여부, 재발여부 등 상당이 많은 변수들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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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범주형으로 측정된 변수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이 있다.

이 검정은 본연구에서 인지도와 참여도에 대한 확률적인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된 통계기법으로 위의 통계분석결과,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에서 기대치가 5미만인

셀이 존재하므로 Fisher의 정확도 검정을 시행한다. 카이제곱검정은 기본적으로 양측검정

이며, 따라서 양측검정의 결과만을 제시하나 Fisher의 정확도 검정은 양측검정과 대립가

설의 방향성에 따른 단측검정의 결과 모두(2-Tail) 보여주고 있다. 양측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 확률이 0.001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

다고 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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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참여도의 통계적 분석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참여도의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

다. 먼저, 카이제곱검정을 통한 참여도 분석에서는 정신보건관련 교육 및 연수의 경험유무

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에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정신보건관련 교육 및 연수의 경험유무에 따른 낮병

원 평균참여도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설문항목인 정

신보건관련 교육 및 연수의 경험횟수에 따른 낮병원의 평균참여도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

지 않아 조사대상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및 연수의 경험횟수에서는 참여도에

대한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표 4-28 일반적 사항별 진료진 참여도의 분석 (1)

N = 57

대상자수 (%) 평균값 (표준편차) t 값

진료진의 성별에 따른

낮병원의 평균참여도

차이

남 9 (15.8) 3.71 (±0.39)
- 0.5449

여 48 (84.2) 3.84 (±0.70)

진료진의 연령 30대
전후에 따른 낮병원의

평균참여도 차이

30대 미만 27 (47.4) 3.73 (±0.69)
- 0.9579

30대 이상 30 (52.6) 3.90 (±0.62)

정신보건관련 교육 및
연수의 경험유무에 따른
낮병원 평균 참여도

차이

교육 유 27 (47.4) 4.04 (±0.55)
2.4650 *

교육 무 30 (52.6) 3.62 (±0.69)

정신보건관련 교육 및
연수의 경험횟수에 따른
낮병원의 평균 참여도

차이

1회 또는 2회 15 (55.6, N=27) 4.09 (±0.49)
0.5849

3회 이상 12 (44.4, N=27) 3.70 (±0.64)

* P<0.05

다음은 분산분석을 통한 진료진의 통계적 분석을 결과로 제시된 F값들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 있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수있다.

- 104 -



표 4-29 일반적 사항별 진료진 참여도의 분석 (2)

N = 57

대상자수 (%) 평균값 (표준편차) F 값

진료진의 직종에

따른 낮병원의

평균 참여도 차이

의사, 전문요원 12 (21.1) 4.31 (±0.84)

2.13간호사 32 (56.1) 3.94 (±0.91)

간호조무사 13 (22.8) 3.76 (±0.77)

정신보건관련기관

에 따른 낮병원의

평균 참여도 차이

24개월 미만 15 (26.3) 3.50 (±0.92)

1.91

24-48개월 미만 13 (22.8) 4.01 (±0.78)

48-72개월 미만 15 (26.3) 3.84 (±0.97)

72-96개월 미만 10 (17.5) 3.76 (±0.68)

96개월 이상 4 (7.0) 4.42 (±0.60)

현재기관의

근무기간에 따른

낮병원의 평균

참여도 차이

12개월 미만 9 (15.8) 3.53 (±1.01)

1.99

12-24개월 미만 15 (26.3) 3.71 (±0.86)

24-36개월 미만 6 (10.5) 4.04 (±0.72)

36-48개월 미만 13 (22.8) 3.69 (±0.76)

48개월 이상 14 (24.6) 4.18 (±0.83)

3.4 진료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진료진에 대한 낮병원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낮병원에 대해 인지도와 참여

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인지도와 참여도에 대한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

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수준에 있는 것

으로 제시되어 정신병원에 낮병원 도입을 위해 정신의료 공급자에 대한 비경제적 타당성

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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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족 설문조사의 비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4.1 일반적 사항

환자가족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사대상병원을 방문한 대상자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

상자만을 가지고 분석하여 전체적인 대상자수인 53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자와

환자보호자간의 관계에 대한 항목에서는 부모(52.8%)와 친척(24.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환자보호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49.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시되었으

며,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총방문횟수는 1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 고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환자의 입원형태에서는 가족에 의한 입원이 94.3%를 차지하였다. 환자의 의

료보장형태에서는 의료보호 1종(43.4%)과 의료보험(47.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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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환자가족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

단위 : 명, %

대상자수 백분율

환자의 성별
남 38 71.7

여 15 28.3

환자가족의 성별
남 41 77.4

여 12 22.6

환자와

보호자간의

관계

부모 28 52.8

형제,자매 9 17.0

친척 13 24.5

부부 3 5.7

환자보호자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0 18.9

고졸이하 26 49.1

초대졸이상 17 32.1

환자보호자의

직업유무

직업 유 42 79.2

직업 무 11 20.8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총방문횟수

1회이하 1 1.9

2 - 5회 21 39.6

6 - 9회 11 20.8

10회이상 20 37.7

환자의 입원형태
자의입원 3 5.7

가족에의한 입원 50 94.3

환자의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호 1종 23 43.4

의료보호 2종 5 9.4

의료보험 25 47.2

계 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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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령분포에서는 환자의 경우 30대 전후가 대부분이였으며, 환

자가족은 50대 전후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4-31 환자가족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2)

단위 : 만_세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환자의 연령분포 32 ± 9.8 32 56 15 33

환자가족의 연령분포 49 ± 8.4 49 68 30 43

4.2 환자가족 설문응답자의 전체 관심도-참여도와의 상관관계

조사응답자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인지도와 전체참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Sample Size = 265).

표 4-32 환자가족 전체관심도와 전체 참여도와의 상관관계

항 목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2-Tail)

값 34.134 P-Value(유의확률) < 0.001

다른 분야와는 달리 보건학 또는 의학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분형으로 측정된 변수가 많

다. 예를들면, 특정질병의 이환여부, 사망여부, 재발여부 등 상당이 많은 변수들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범주형으로 측정된 변수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이 있다.

이 검정은 본연구에서 인지도와 참여도에 대한 확률적인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된 통계기법으로 위의 통계분석결과,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에서 기대치가 5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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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이 존재하므로 Fisher의 정확도 검정을 시행한다. 카이제곱검정은 기본적으로 양측검정

이며, 따라서 양측검정의 결과만을 제시하나 Fisher의 정확도 검정은 양측검정과 대립가

설의 방향성에 따른 단측검정의 결과 모두(2-Tail) 보여주고 있다. 양측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 확률이 0.001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

다고 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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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참여도의 통계적 분석

카이제곱검정을 통한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환자가족의 참여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

과에서 환자가족의 환자성별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환자가족의 환자연령 30대전후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그리고, 환자의 방문횟수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에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환자연령 30대를 전후로 한 평균참여도에서는 유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4-33 일반적 사항별 환자가족 참여도의 분석 (1)

N = 53

대상자수 (%) 평균값 (표준편차) t 값

환자가족의 환자성별에

따른 낮병원 평균

참여도 차이

남 38 (71.7) 3.24 (±0.70)
- 2.0579 *

여 15 (28.3) 3.66 (±0.61)
환자가족의

보호자성별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남 41 (77.4) 3.39 (±0.73)
0.4424

여 12 (22.6) 3.28 (±0.60)
환자가족의 환자연령

30대 전후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30대 미만 24 (45.3) 3.70 (±0.69)
3.5470 ***

30대 이상 29 (54.7) 3.08 (±0.58)
환자가족의 보호자연령

50대전후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50대 미만 27 (50.9) 3.30 (±0.83)
- 0.6193

50대 이상 26 (49.1) 3.42 (±0.54)
환자보호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직업 유 42 (79.2) 3.39 (±0.73)
0.5718

직업 무 11 (20.8) 3.25 (±0.57)

환자의 입원형태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자의입원 3 (5.7) 3.13 (±0.58)
- 0.5817

가족에 의한 입원 50 (94.3) 3.38 (±0.70)

환자의 방문횟수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5회 이하 22 (41.5) 3.68 (±0.69)
3.0224 **

6회 이상 31 (58.5) 3.13 (±0.62)

* P<0.05, **P<0.01, ***P<0.001

분산분석을 통해 환자가족의 참여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

따른 낮병원평균참여도에서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으며, 환자의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낮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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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평균참여도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환자보호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34 일반적 사항별 환자가족 참여도의 분석 (2)

N = 53

대상자수 (%) 평균값 (표준편차) F 값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부모 28 (52.8) 3.74 (±0.96)

6.92 ***
형제,자매 9 (17.0) 3.10 (±0.73)

친척 13 (24.5) 2.83 (±0.77)

부부 3 (5.7) 3.71 (±0.80)

환자보호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차이

중졸이하 10 (18.9) 3.09 (±0.78)

2.54고졸이하 26 (49.1) 3.32 (±0.96)

초대졸이상 17 (32.1) 3.64 (±0.96)

환자의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낮병원

평균참여도 차이

의료보호 1종 23 (43.4) 3.01 (±0.77)

6.10 **의료보호 2종 5 (9.4) 3.49 (±1.09)

의료보험 25 (47.2) 3.68 (±0.97)

**P<0.01, ***P<0.001

4.4 환자가족 설문조사 결과

환자가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인지도와 참여도에 대한 부문에서는 유의한 수준을 보

였으며, 특히, 인지도와 참여도에 대한 상관성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일반적 사항에 대한 참여도 분석결과에서는 대부분이 유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결과가

제시되어 정신의료에 낮병원 도입에 대해 수요자인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비경제적 타

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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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정신보건의료 공급체계가 입원위주로 제공되는 일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병원에 낮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일개병

원내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및 비경제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성 분석은 연구대상병원인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보건의료서비

스 공급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구방법에 대한 논리적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연구의 기준을 공급자

인 병원중심으로 보는 방향과 수요자인 환자와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보는 방향,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방향등 총 3가지 방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한된 여건과 환경속에서 병원중심으로 시행한 이 연구의 진행방법을

바탕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타당성연구를 시행할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공급

자와 수요자를 한데 묶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낮병원 도입에 관한 타당성연구도 가능하

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낮병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도입될

낮병원에 대한 모형설정이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연구대상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

으로부터 도입될 낮병원에 대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

이 설문조사는 특정사항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 시행한 델파이 설문조사는 조사대상병원에 근무하는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병원에 적합한 모형을 도출할수 있었

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료진 대부분이 낮병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는 델파이 설문조사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비

추어 볼 때, 정신보건의료는 일개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만큼 연구대상병원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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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낮병원에 대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신보건의료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제학적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수익과 비용 부문에서 현행 정신과 의료수가 체계상 행

위별 수가제가 인정되는 의료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투입과 산출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정신보건의료 수

요자의 대부분이 의료보호환자이며, 현재의 의료보험환자도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보호로

바뀐다는 현실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고려한 연구가 미비했음을 알 수 있다. 비경제학적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설문조사 부문에서 먼저 진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법에서 의사

직, 간호직, 전문요원직을 통합하여 설문하였는데, 각 직종별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을 시행하는데 있어 취약점을 보였

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법에서는 조사대상병원을 면회온 보호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정신과 환자보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상 발병초기

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줄어드는 상황

을 고려할 때, 면회를 오는 보호자의 경우 대부분이 환자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는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환자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미비했음을 알수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먼저, 이 연구의 진행과정순서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결과에서 현행

의료보험수가집상에서 입원과 외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낮병원에서 적용되지 않

는 항목이 있어 설문조사결과와 현실적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환자

재활에 관계된 항목은 낮병원에서 청구가 안되며, 입원상태에서 청구가 되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그리고, 낮병원이 궁극적으로 연구대상병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미흡하

- 113 -



여, 낮병원이 운영되었을 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설정이 사회복귀인지, 단기집중치료인

지, 아니면 병원경영측면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미약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수익과 비용의 경제적 타당성분석결과에서는 재원기간과 퇴원환자를 기준으로 이익을

분석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정신과 환자의 경우 내과적인 진단과 진료가 필요하므로 이부

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단순히 정신과 단과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들은 정신과

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과 및 치과 등 타과에 대한 의료수요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을 제외한 연구결과에 제한점이 있었다. 그리고, 월말 퇴원을 기준으

로 입원 및 낮병원 이용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결과를 산출한점과 30병상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을 환자1인당으로 환산하여 산출된값과 비교하는 부분에서 균등배분에 대한 어

려움이 있었으며, 낮병원의 이익이 산출되는 주원인인, 적은 비용부문에서 비용산출기준

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미비점을 보였다.

설문조사 부문에서 진료진의 설문조사의 경우 낮병원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설문

하였는데, 인지도 값에 따른 참여도결과를 산출하여 인식수준에 따른 행동을 파악하지 못

하였으며, 환자가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진료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낮병원 참여도 부문을 파악하는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진료진과 환자가족의 설문조사결과에서 각각을 별도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여 비

교하였으므로, 진료진과 환자가족 상호간에 연계된 설문항목을 설정하여 상호관계를 비교

하는 부문이 없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비경제적 타당성을 연계짓는데 미비점을 보

였다.

끝으로, 연구대상병원의 특성상 의료보호환자가 많은점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에서 의

료보호환자와 비교하지 못한 점이 현재상황에 비춰볼 때, 의료보험환자위주로 결과가 산

출됨점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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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이 연구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입원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일개 지역사회를 대

상으로 그 지역의 정신병원에 낮병원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도입될 낮병원

에 대한 모형은 조사대상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직을 중심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도

출된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경제적 분석은 조사대상병원의 회계자료와 원무자료를 바탕으

로 하였다. 그리고, 비경제적 분석은 조사대상병원의 진료진과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하였

다. 이로한 연구를 시행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병원에 낮병원을 도입하고자 할 때, 도입하고자 하는 낮병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과 환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권역에 소

재한 지역사회내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델파이설문조사를 실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낮병원이 단순이 도입하는 일개병원의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사

회 전반에 걸친 사회재활과 인식의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낮병원은 지역사회 정신보

건의료서비스의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과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가 입원에서 외래로 가거나, 아니면, 입원에

서 낮병원을 거쳐 외래로 가서 지속적인 정신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낮병원을 운영할 경우, 현행입원중인 환자군중에서 곧바로 퇴원하여 외래로 이용하기 곤

란한 환자군중에서 낮병원 이용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연구결과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입원이용기간을 줄이고 낮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낮병원의 수익과 비용산출을 통한 경제적 타당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낮병원 예상운영에 대한 경제성을 평

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신과 환자의 진단이 단순이 정신과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내과와

치과 등 타과의 진단명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질환군별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환자군을

분류하여 이에 따라 투여되는 자원과 비용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대형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현행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낮병원 수가가 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료보험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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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서비스제공 조건에서는 원가에 못미치므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

가 요구된다.

셋째, 정신보건의료의 특성상 경제학적이 한 부문만으로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

려우므로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도입하

고자 하는 낮병원의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병원의 인식수준과 현재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

다.

끝으로, 이 연구는 자료수집대상이 일개병원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정신병

원에 적용하가에는 고려할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경영수준을

고려할 때, 이 연구와 같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보다 발전적

이고 합리적으로 정신병원이 경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신병원은 사회적으로 숨겨진

그늘에서 벗어나 보다 밝은 세상에서 모두에게 제대로 인식될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거

듭날 수 있는 시작에 하나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구의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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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lidity Study for Introducing The Day - Hospital

in Mental Hospital

Dae Gi Hwang

Depar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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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eung Hum Yu, M.D., Dr. P.H., PH. D.)

The study aims to test the validity of introducing day hospital in the local

Mental-Hospital, where hospitalization, as a supply for Mental healthcare service, is

mainly served. The model, which day hospital introduced is based on, was selected

from Delphi-Survey on Medical-Doctor class working at a hospital in a test . Economic

analysis was made on account data and medical insurance data, and non-economic

analysis on Medical staffs and patient families of that hospita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adapting operational scale and level of human-resource of day hospital,

it was being served for 5 days in a week. Specifically, it served approximately 25-30

patients and 7-8 hours per day. And one doctor, one nurse, one social-worker, and two

volunteers were found serving there, in particular, the third one proved a desirable

runner. In addition, as for the moderate amount of service, it found better to be served

with the private mental- clinic, the family group-clinic, working & recre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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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al work of mental health care.

If we are to find a model in introducing day-hospital in a mental-hospital from such

a gained result, we'll must investigate Delphi-Survey from psychiatry specialists of

local area around metropolitan, wit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 where

psychiatry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e living. That is, it means that an introduction

of a day hospital is not limited to few hospitals, but demanded from an increasing

awareness of social rehabilitation over the local area. A day hospital, therefore, need to

be regarded as a source of mental healthcare service in a local area.

Second, as for profit and cost in managing a day hospital, when we compare

inpationt with day-hospiatl pationt from a criterion of the first visiting medical

insurance pationt, we found it distinguishable to get much more profit ; pationt on the

first month, on the other hand, day-hospiatl pationt from the next month on.

Specifically, from an analysis between the group of continuous inpationt and the group

of discharging inpationt at the end of month, they proved more profitable, that is, the

group of continuous inpationt after two months, on the contrary, the group of

discharging inpationt at the end of month after 4 months.

Therefore, if we are to introduce a day hospital in mental hospital, it would be better

to select such a patient group, who cannot afford outpationce right after discharging

hospital, as the object of day-hospital participationce. And it tells us that it would be

more economical to use a day hospital, with reducing the time of inpationce. Moreover,

if we are to test the economical validity efficiently from profit and cost of a day

hospital, we need to estimate economy of expectation of day-hospital operation. In

doing so, as the diagnosis of psychiary pationt includes any other kind of diagnosis

such as internal medicine, surgery, etc. as well as diagnosis of psychiatry, we must

judge each of separate resource and cost required as accordiance with its own disease.

Particularly, In considering that the large mental hospital hsa a number of medicaid at

a present, althought the charge about medicaid in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has

- 125 -



fixed, Medicaid didn 't approach medicare in the condition of the same service scale.

therefore, We need a very sensitive consideration about medicaid.

Third, as it can distort the validity to test it only for economical aspect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care, therefore, if we gain its implications from

analyzing responses of supply and demend through such a method as a questionnaire,

its resulting validity could be judged more efficiently and regarded as one of the best

sources for estimating the level of cognition and the state of present affair more

objectively.

The study has limitation in generalizing its result, because it has been done on a

small number of hospitals. Considering the level of management of the present domestic

mental healthcare institutes, however, this kind of relative and effective analysis would

help mental hospital managed advance and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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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설문지 조사표

정신의료서비스 공급이 입원 및 수용 위주로 이루어 지는 지역사회에 소재한 정신병원

에 낮병원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는 총 3가지 이며, 첫째는 낮병원

의 운영규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이며,

두 번째는 낮병원 도입에 따른 비경제적인 부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공급자인

진료진과 수요자인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낮병원에 관한 설문이였다. 부록에 제시

된 설문지는 총 3개 종류로 각각의 설문지에 나타난 주요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설문조사

- 도입될 낮병원의 운영규모와 표준제공의료서비스량

2) 낮병원에 관한 진료부 설문조사

- 낮병원에 대한 인지도

- 낮병원에 대한 참여도

3) 낮병원에 관한 환자가족 설문조사

- 환자에 대한 관심도

- 낮병원에 대한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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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원(Day Hospital)에 관한 정신과 전문의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조사는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입원 및 수용위주로 제공되는 한 개의 지역

사회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의 자료를 얻

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내 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입원위주로 이루어지는 일

개의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시작단계로 낮병원에 관한 규모와 의료서비

스제공량의 모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응답해주시는 의견은 취약한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이루어지는 지

역사회에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정

보로 이용될 것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 조사는 조사병원내에 근무하시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델파이 설문입니다.

2. 설문지에는 선생님의 성함을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

어 선생님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작성된 설문내용은 일체 공개

되지 않습니다.

3. 본조사는 1차조사이며, 1차조사에서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2차조사까지

시행됩니다. 설문응답과정에서 델파이 설문 특성상 다른 분들과 서로 상의

해서는 안됩니다.

4. 완성하신 설문지는 2000년 10월 일까지 회신을 바라며, 곧이어 2차설문에

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055-854-2358, 011-848-8151, dghwang@channeli.net

2000년 10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전공

연 구 자 : 황 대 기

지도교수 : 유 승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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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낮병원60) 도입 및 규모 (첨부자료 참고)

1. 낮병원도입에 따른 평균참여환자규모

10명미만
10명이상 -
15명미만

15명이상 -
20명미만

20명이상 -
25명미만

25명이상 -
30명미만

30명 이상

2. 낮병원 주간 평균활동일수

2일 이하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 주 6일 / 주

3. 낮병원 일일 평균활동시간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참조) 의료보험 수가집상 낮병원수가는 1일 6시간이상 진료를 받고 귀가한 경우에 한해 수가산정이 됨

4. 낮병원 참여인력 및 참여기여도

항 목 의사직 간호직 사회사업직 임상심리직 자원봉사

참여인원

기여도 (%)

참조) 참여인원란에 해당직종이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경우 0를 기입

기여도에서 낮병원에 항상 상주하여 주도해야하는 직종의 경우는 100으로 하되,
없을 경우 각 직종별 기여도를 기입

60) 윤성철 외 5명, 정신병환자의 통합치료를 위한 낮병원 모델, 대한신경정신과학회. 1996
윤성철 외 6명, 만성정신병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주간보호 모델, 대한신경정신과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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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표준의료서비스 제공량

1. 다음의 항목은 의료보험 수가 기준집중 제 8장 정신요법료에 대한 분류입니다. 아래

내용중 낮병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표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문으로 낮병원에서

제공할수 있는 항목과 제공횟수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특히, 제공에 있어 참고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행위
낮병원제공 여부

( O / X )
제공횟수 / 주당 기 타사항

① 개인정신치료
- 지지요법

② 개인정신치료
- 심층분석요법

③ 집단정신치료
- 일반집단치료

④ 집단정신치료
- 분석집단치료

⑤ 집단정신치료
- 정신치료극

⑥ 가족치료
- 개인치료

⑦ 가족치료
- 집단치료

⑧ 작업 및 오락요법

⑨ 약물이용면담

⑩ 전기충격요법
- 일반전기충격요법

⑪ 전기충격요법
- 특수전기충격요법

⑫ 지속적 수면요법
- 전기

⑬ 지속적 수면요법
- 약물

⑭ 지속적 수면요법
- 마취

⑮ 정신과적 재활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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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행위
낮병원제공 여부

( O / X )
제공횟수/ 주당 기타사 항

정신과적응급처치

정신의학적사회사업
- 개인력조사

정신의학적사회사업
- 사회사업지도

정신의학적사회사업
- 사회조사

정신의학적사회사업

- 가정방문

■ 기타 참고사항

낮병원과 관계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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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2010년 정신보건서비스 유형별 바람직한 인력 기준61)

민간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보험 병동과 의료보호 병동간에 시설 및 서비스 강도와 평균

재원일수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정신의료시설을 단기입원과 장기입원시

설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인력 기준은 현행 인력기준에 비하여 2010년에는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과 의사의 경우 단기입원시설의 경우 입원환자 30인당 1인이 장기입원시설의 경우

입원환자 60인에 1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정신보건법 인력기준에 비하여

정신과 의사 인력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 정신보건법 상에 인력

기준이 마련하여 있지 않은 낮병원의 경우 내원환자 30인당 정신과 의사 1인 주간치료센

터의 경우 현행 기준이 촉탁의 1인인데 반하여 내원환자 40인당 1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1) 정신보건인력기준설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보건복지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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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0년 정신보건서비스 유형별 인력 기준

1차 설문 2차 설문

의사 간호사 전문요원 보조원 의사 간호사 전문요원 보조원

입 원

단기입원

평 균

중앙값

범 위

32.3
30

20-40

8.7
10

5-10

50.4
50

30-70

20
10

0-20

32.3
30

20-40

8.7
10

5-10

50.4
50

30-70

20
10

0-20

장기입원

평 균

중앙값

범 위

63.8
60

50-70

14.2
15

10-15

60
50

40-80

25.8
15

0-40

63.8
60

50-70

14.2
15

10-15

60
50

40-80

25.8
15

0-40

비입원

낮병원

평 균

중앙값

범 위

31.1
30

20-40

13.9
10

8-20

18.5
15

10-20

10.4
10

0-20

31.1
30

20-40

13.9
10

8-20

18.5
15

10-20

10.4
10

0-20

주간치료

센터

평 균

중앙값

범 위

31.9
40

1-50

16.3
10

10-20

20.6
10

10-30

8.9
10

0-10

31.9
40

1-50

16.3
10

10-20

20.6
10

10-30

8.9
10

0-10

외래

평 균

중앙값

범 위

77.5
55

50-100

77.5
55

50-100

사례관리

평 균

중앙값

범 위

21.2
20

10-30

21.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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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병원 (Day Hospital) 조사내역 결과62)

1) 정신과 폐쇄병동, 낮병동 그리고 D.C.P(주간보호 프로그램)의 운영프로그램

폐쇄병동은 환자진료내역조사를 실시한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운영되

는 프로그램현황을 자료로 하였음.

낮병원은 원가자료를 입수한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낮병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현

황을 자료로 하였음.

D.C.P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중인 D.C.P현황을 자료로 하였음.

각 프로그램현황과 참여인력은 공통된 형식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팩스를 통해 회신되

었으며, 작성자는 각병동이나 프로그램을 주관으로 이끌어가는 인력(대부분 사회복지사)

1인이 작성하였음.(아래 표 참조)

표. 병동프로그램 참여인력조사표

(단위 : 명, 분)

프로그램명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자원

봉사자
기타

( )
소요시간 환자수

프로그램 참여인력에서 전문의와 전공의가 분리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공의가 참여하

고 있어 전체평균을 계산했을 때 전문의 비중이 낮아 의사직으로 통합하여 기제함.

프로그램의 구분은 RBRVS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자료중 일부병동이나

D.C.P에서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중 평균값이 현저히 낮은 것은 제외하였으며, 공통적인 프

로그램에 대해서만 평균치를 산정하여 계산하였음.

프로그램중 격주로 실시하거나 월 1회 실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 시간에 1종의 프로

62) 정신병원 운영효율화 및 수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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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한 시간에 여러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환

자와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음.

가. 병동별 병동프로그램

각병동별 프로그램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낮병동의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D.C.P의 경우 사회적응기술훈련이 폐쇄병동보다는 운영횟수가 높으

나 낮병동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표. 병동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 회/주)

프로그램명 폐쇄병동 낮병동 D.C.P 비 고

정신치료 소(15인이하) 4.8 5.7 2.3

정신치료 대집단 1.7 - - 15인 초과

정신치료극 소(15인이하) 1.0 1.3 0.3

정신치료극 대집단 0.5 - - 15인 초과

작업치료 2.5 1.3 0.6

예술치료 6.2 7.3 3.0

사회적응기술훈련 0.7 3.3 2.0

활동치료 6.0 1.7 0.5

전체평균 2.9 3.4 1.5 1주간 평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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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동프로그램별 인력현황

정신치료 소집단

표. 정신치료 소집단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4.8 2.5 0.5 1.3 0.4 0. 1 0.2 52 15

낮병동 5.7 3.2 0.6 0.8 1.0 0.2 0.6 66 11

D.C.P 2.3 1.9 0. 1 0.7 0.7 0.0 0.4 60 13

정신치료, 정신치료극 대집단은 낮병동과 D.C.P의 경우 운영횟수 없음.

정신치료극 소집단

표. 정신치료극 소집단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1.0 5.0 1.3 2.5 1.0 0.0 0.2 77 8

낮병동 1.3 5. 1 0.5 0.8 1.3 0.5 2.0 78 11

D.C.P 0.3 3.0 0.0 0.0 1.0 0.0 2.0 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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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 D.C.P의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작업치료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2.5 1.3 0.0 0.6 0.4 0.0 0.3 74 12

낮병동 1.3 3. 1 0.0 0.5 1.3 0.0 1.3 95 10

D.C.P 0.6 4.6 0.0 0.5 0.8 0.0 3.3 65 15

예술치료

표. 예술치료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6.2 1.4 0. 1 0.3 0.7 0. 1 0.2 57 11

낮병동 7.3 2.9 0. 1 0.8 0.9 0.0 1. 1 77 12

D.C.P 3.0 1.5 0.0 0.2 0.5 0.0 0.8 6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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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기술훈련

표. 사회적응기술훈련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0.7 2.4 0.5 0.8 0.8 0.0 0.3 58 13

낮병동 3.3 3.0 0.3 0.9 1.2 0.0 0.6 121 14

D.C.P 2.0 2.2 0. 1 0.6 1.2 0.0 0.3 52 12

활동치료

- 낮병동의 인력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Y정신병원의 경우 활동치료횟수가 많음)

표. 활동치료

(단위 : 회, 분, 명)

병동구분
주당

평균횟수
총인력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심리사
자원

봉사자
시간 환자수

폐쇄병동 6.0 2.3 0.3 0.8 0.4 0.0 0.8 60 29

낮병동 1.7 7.2 0.0 2.4 2.4 0.0 2.4 92 28

D.C.P 0.5 1.0 0.0 0.0 0.3 0.0 0.7 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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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원(Day Hospital)에 관한 진료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조사는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입원 및 수용위주로 제공되는 한 개의 지역

사회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내 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입원위주로 이루어지는 일개의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시작단계로 낮병원에 관해 진료부서를 대상으로 시

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응답해주시는 의견은 취약한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에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것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 조사는 조사병원내에 진료부서에 근무하시는 의사직, 간호직, 전문요원직 선

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2. 작성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설문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3. 완성하신 설문지는 2000년 10월 일까지 회신을 바라며, 진료부서 선생님들

의 많은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055-854-2358, 011-848-8151, dghwang@channeli.net

2000년 10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전공

연 구 자 : 황 대 기

지도교수 : 유 승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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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설문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칸으로 응답하는 란은 한군데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낮병원에 대한 인지도

순번 설 문 사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낮병원의

역할과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2
현재근무하는 병원에 낮병원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다.

3
낮병원에서 환자에게 1인 1일당평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입원병동에

비해 많다,

4

현재수가체계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량에

있어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는

차별을 해야한다,

5
낮병원이 병원의 질적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 낮병원에 대한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참여도 사항

순번 설 문 사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병원 또는

인근도시지역에 낮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이다.

2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본인 담당하는

환자를 위해 수시로 낮병원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3
근무조건이동일하다면 입원병동보다

낮병원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4
낮병원 질적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본인

스스로 노력할수 있다.

5
환자가족이본인에게 어떤한 때라도

환자에 대한 요청이 있을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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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을 표기해 주십시오. ① 남_ _ _ _ _ ② 여_ _ _ _ _

2. 귀하의 연령을 표기해 주십시오. 만_ _ _ _ _ _ _ 세

3. 귀하의 직종을 표기해 주십시오

① 의사_ _ _ ② 간호사_ _ _ ③ 간호조무사_ _ _ ④ 전문요원_ _ _

4. 정신보건관련기관에 근무한 총기간을 표기해 주십시오. 총 _ _ _ 년 _ _ _ 개월

5. 현재 기관의 근무경력을 표기해 주십시오. _ _ _ 년 _ _ _ 개월

6. 정신보건관련 교육연수를 받으신 경험유무와 횟수에 대해 표기해 주십시오.

① 있다. _ _ _ _ ( 총횟수 : _ _ _ _ 회), ② 없다.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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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원(Day Hospital)에 관한 환자가족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조사는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입원 및 수용위주로 제공되는 한 개의 지역

사회에 대해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내 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입원위주로 이루어지는 일개의 정신의료기

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시작단계로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해당병원에 낮병원도입될

경우 참여에 대해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가족여러분들께서 응답해주시는 의견은 취약한 정신보건의료공급체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

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것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 조사대상은 조사병원내에 낮병원을 이용가능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2. 본 설문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병원진료부 선생님

들과 병원기획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3. 설문지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설문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

다.

4. 설문지는 환자가족과 직접면담을 통해 작성됩니다. 낮병원에 대한 참고자료

를 보신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러분의 많은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055-854-2358, 011-848-8151, dghwang@channeli.net

2000년 10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전공

연 구 자 : 황 대 기

지도교수 : 유 승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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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병 원 프 로 그 램

1. 낮병원 프로그램 이란?

■ 정신과 환자들의 사회적 고립 및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하

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신 사회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정신

과 환자들에게 낮병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환자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2. 낮병원 프로그램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과적인 증상의 재발방지

■ 질병의 환자 스스로 관리할수 있는 능력 향상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환자의 생활기능 향상

■ 대인관계 형성능력 증진

■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마음의 안정적인지지

3. 대상환자

■ 만성정신분열증, 정신증, 행동 및 인격장애, 기타 대인관계 또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4. 낮병원 진료진 구성 운영형태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정신과 환자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자

원봉사자

■ 주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야간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입원환자

와 차이점은 휴일과 야간을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 정신과적인 진료과정에 있어 입원과 외래의 중간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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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설문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칸으로 응답하는 란은 한군데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에 대한 그 가족의 관심도에 대한 사항

순번 설 문 사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환자에 질병에 대해 알고 있다.

2 환자의 증상이호전될것으로 기대한다.

3 병원에 면회를 자주온다

4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5
환자의 증상이호전되게 하기 위해 온

가족이노력할수 있다.

■ 낮병원 운영에 대한 환자가족의 참여도 사항

순번 설 문 사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내용중, 낮병원에 대해 이전부터

알고 있다.

2
환자의 증상이호전될수 있도록 낮에는

낮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용의가 있다

3

낮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족이

부담할수 있다. (교통비 및 야간에

가정에서 환자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4
입원에 비해 낮병원을 이용할 때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부담이 적을

것이다

5
병원에서 본인에게 어떤때라도 환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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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항

1. 환자와 보호자의 성별을 기재해 주십시오.

환자 : ① 남_ _ _ ② 여_ _ _ / 보호자 : ① 남_ _ _ ② 여_ _ _

2. 환자의 연령과 보호자의 연령을 기재해 주십시오.

환자 : 만_ _ _ _ 세 / 보호자 : 만_ _ _ _ 세

3.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관계를 기재해 주십시오.

① 부모_ _ _ _ ② 형제,자매_ _ _ _ ③ 친척_ _ _ _ ③ 부부_ _ _ _

4. 환자보호자께서 받으신 교육배경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① 중졸이하_ _ _ _ ② 고졸_ _ _ _ ③ 초대졸이상_ _ _ _

5. 환자보호자의 직업유무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①있다._ _ _ _ ② 없다._ _ _ _

6. 환자가 발병초기부터 지금까지 방문하신 정신의료기관 횟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① 1회 이하_ _ _ ② 2회- 5회이하_ _ _ ③ 6회- 9회이하_ _ _ ④ 10회 이상_ _ _

7. 환자의 입원형태에 관해 기재해 주십시오.

① 자의입원_ _ _ _ ② 가족이 요구한 입원_ _ _ _

8.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의료보장형태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① 의료보호 1종_ _ _ _ ② 의료보호 2종_ _ _ _ ③ 의료보험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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