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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완성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나의 무지함과
부족함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어쩌면 이러한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이 아닌가 싶습
니다.더불어 이러한 부족한 나이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
한 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이 있었습니다.우

선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때로는 기다림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정우
진 지도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서동우 박사님은 제가 정신보건사
업을 할 때나 논문을 쓰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신,저의 멘토와 같
은 분이십니다.강희정 박사님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잔잔한 미소로 논
문 지도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김윤남 선생님은 논문이 나오기까지
통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정신보건사업에 눈 뜨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고영 선

생님의 애정이 있었습니다.형!고맙습니다.아울러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
신 박종원 원장님과 황태연 선생님,이종국 선생님,박성덕 선생님을 비롯
한 용인정신병원 선생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기억합니다.김진현 선생님과
이영희 선생님은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에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직원들과 정신장애인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이수정 상임팀장과 장혜웅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성남시 정신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힘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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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저의 인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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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초초초록록록

최근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사업의 발전과 함께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중요한 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보건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기존 사
업 실행에 대한 타당성의 입증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향후 정책 방향
을 제안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정
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보다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건사업의 실행 및 방향 설
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정신질환자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들에 대해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
하기 전의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년간 입원력(기간,횟수),년간 노동수
입을 조사하였고,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상생
활기능,정신증상,년간 입원력(기간,횟수),년간 노동수입을 조사하여 두
가지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아울러 서비스 효과성에 대하여 어느 요인
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

스 제공 후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력,노동수입에 있어 서비스 제공
전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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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에 따라 효과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즉,사례관리 서비스나 주간재활 서비스 혹은 직업 및
주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력,노동수입
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정신질환자의 개선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 회귀 분석하였

다.그 결과 사례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기능과 노동수입의 개선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직업 및 주거 서비스는 정신증상과 노동수입의 개
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한편,연구시점의 일상생활기
능,정신증상,입원 기왕력,노동수입의 정도에 따라 각각 일상생활기능,정
신증상,입원력,노동수입의 개선효과에 있어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넷째,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에서 연구에 참여한

196명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순수 비용 절감액은 약 1억 8천 7백만원,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편익 비율(비용/편익)은 0.59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된 정신보건서
비스는 정신질환자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정신보건서비스는 비용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효

과성을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정신질환자가 정
신보건센터에 등록한 시점으로 기반으로 하여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했다
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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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차기 연
구에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정신보건서비스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둘째,본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비스(의료 서비스,기타 보
건복지 서비스 등)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셋째,본 연구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소속된 정신질환자만을 국한하여 연구한 결과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소속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넷째,본 연구의 경제성 평가는 정신의료비용과 노동
수익만을 고려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향후 연구에서는 정신과
외 의료비용,다양한 간접 비용,심리사회적 비용과 같은 무형비용 등 보다
포괄적이며 세밀한 경제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주요요요 용용용어어어 :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서비스,정신질환자,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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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세계보건기구(2003)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명의
인구가 정신과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또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 수명(yearslivedwithdisability,YLD)의 33%는 정신과적 문제로부
터 기인하며,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질환 부담률(Disabilityadjustedlife
years,DALYs)중 13%는 정신 질환으로부터 기인한다(WHO,2002).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매우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럽

의 경우 GNP의 약 3~4%에 해당하는 비용이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 소요
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ILO,2000).이것는 전체 신체 건강 비용에 근접한
수치다(ILO,2000).더구나 정신건강문제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03).이러한 이유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정신건강문제를 국가적으로 대
처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WHO,2002).
우리나라 역시 정신질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통계청

발표(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10만명당 26.1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또한 이충경 등(2001)에 의하면 질환별 일년
유병율은 정신병적 질환이 8.4%,알코올 사용장애 6.8%,불안 장애 6.2%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보고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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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3조 8천억원에 이르며 이는 GDP의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김은주,2006).연구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이한 생산성 손실이 막대하므
로 국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에 적극 개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약 50여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공공 정신병원 혹은 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그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운동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점차 지역사회와 가정 중
심의 치료와 재활로 그 구조적 틀이 변화하였다(Robinetal,2005;Latimer
E,2005;Thornicroftetal,2001).많은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의 재활 치료
의 중요성과 그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Bachrach,1993;Bond etal,
1988;Intagliata,1982).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정신질환자

와 그 가족들의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었다.
당시에는 이러한 욕구에 부합할만한 사회적 기반 형성은 전무한 실정이었
다.그러나 점차 경기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신보건
센터가 설치되면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의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중추적 기관은 정

신보건센터로써,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32개소의 국비지원 모델형 정신보
건센터,30개소의 지방비 지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65개소의 국비지원 기
본형 정신보건센터로 확대되었다(서동우 등,2005).한편,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 2010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2010년까지 설립,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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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신보건사업의 외형적 발전에 비하여 정신보건사업 실행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보건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신보건정책에 반영코저 한다.

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 정신보건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정신보건서비스 제공 후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 빈도 및 입

원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둘째,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효과

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셋째,각각의 정신보건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

가?
넷째,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 1년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후 1년간 정

신보건서비스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에 있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333...용용용어어어설설설명명명

1)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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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보건(이하 정신보건)이란 ‘일반 대중에 입각한,예방지향적
인,그리고 주로 공공기금으로 수행되는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골
격’(Borus,197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Thornicroft(2001)는 지역사회 정신
보건서비스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정신건
강서비스로써,특정 대상(defined population)에게 제공되고,다양한 지역
조직들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체’라 하였다.한편,정신보건법
(법제처,2006)제 13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술하
고 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
체계 구축,정신질환의 예방,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2)만성 정신질환자
정신분열병,기분장애와 같은 만성적이고 증상이 심한 주요 정신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로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직업적 기능
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김철권,변원탄 역,1995).보건복지부 지침
(2006)에 따르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대상자을 다음 세가지 인구 집단으
로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첫째,표적 인구(Targetpopulation)집단으로
써 가장 중점적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로 만성 정신질환자를 권고하며,
둘째,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 개입을 위한 대상으로 만성정신질환자
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자를 권고하고,마지막으로 아직 정신질환에 이환
되지 아니한 일반 인구군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만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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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환자를 표적 인구 집단으로 설정하여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보건법 제 13조 3항에서는 다음

과 같이 정신보건센터를 규정하고 있다(법제처,2006).“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중략)..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
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
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에 근거하
여 성남시는 1999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였으며,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4)정신보건서비스
정신보건사업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로써,일반적으로는 정신보건사

업의 주체인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정신질환자에
게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사례관리서비스,직업재활서비스,주간재활
(주간보호)서비스,주거지원서비스,정신장애인을 위한 각종 여가활용서비
스,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이 포함된다.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뿐만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정
신건강전화운영,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자원봉사자 관리,각종
회의 운영 등을 겸하고 있다.2006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사업
지침으로 정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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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정신보건센터의일반적사업내용
사 업 내 용

필

수

사

업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정신건강전화(1577-0199)운영
◦주간보호(daycare)프로그램1

◦사례관리
◦직업재활프로그램
◦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선

택

사

업

◦광역/거점정신보건센터 사업(시도로부터 광역/거점센터 기능 부여받을 경우)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정신보건 조사‧연구사업
◦알코올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조건부 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운영 또는 지원
◦정신과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노인 정신보건사업
◦산업정신보건사업(직장인 대상)
◦노숙인 정신보건사업,미인가시설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외래상담 및 투약진료
◦가족지원사업(후원금품 연결,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출처:2006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1주간보호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주간재활프로그램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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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는 서로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결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

금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수혜받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다(Thornicroftet
al,2001).전통적으로 사례관리서비스에서는 최소 다섯가지 기능-대상자 평
가,서비스 계획,대상자 옹호(advocacy),연계 및 사정(monitoring)-을 수
행한다.또한 사례관리 모델에는 두가지가 있다(Thronicroftetal,2001).첫
째는 중재적 사례관리 방식(brokered model)으로 사례관리 부담률1)

(caseloads)이 높고,주로 대상자 평가,계획 및 연계에 치중하는 서비스 방
식이다. 두 번째 모델로는 집중적 사례관리 모델(intensive case
management)로서 이 방식은 대상자를 평가,계획,연계하는 것 뿐만아니
라 각종 재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모델이며,사례관리 부담률이 매우
적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식은 사례
관리 부담률이 매우 높은 중재적 사례관리 서비스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사례관리 서비스는 제공

전략에 따라 전화상담 서비스,가정 혹은 지역사회 방문 서비스(outreach
services,이하 방문서비스),내소 상담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전화상담
서비스는 전화상으로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방문서비스는 전문가
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그리고 내소 상담 서비스는
대상자가 정신보건센터에 직접 내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일컫는다.성
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방문서비스를 사례관리 서비스의 주요 전략으로

1) 전문직원(staff) 1인당 서비스를 수혜하는 대상자의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1:20 이하인 

경우 집중적 사례관리로, 1: 40이상인 경우 중재적 사례관리로 분류된다(Thornicroft 

et al, 2001). 또한 1: 30~35인 경우 표준적 사례관리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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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으며,방문서비스의 빈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
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방문 서비스 빈도로서 사례관리서비스의 질을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② 주간재활서비스
주간에 제공되는 정신사회재활(psychosocialrehabilitation)서비스의 일

종으로 주간보호서비스(daycareservices)로 불리기도 한다.WHO(1996)는
정신사회재활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
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정의했다.일반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보건
전문가2)와 다양한 자원봉사 전문인력들을 통해 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게 독립적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서는 평균 주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간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직업재활서비스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다. 서비스의 형태로는 보호작업장 서비스,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클럽하우스 모델 등 다양한 것들이 알려져 있으며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원고용을 주 서비스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지원
고용서비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전략은 정신질환자의 직업력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곧바로 대상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직접 찾아 알선하고 지원하는

2) 정신보건전문요원 혹은 정신과 의사를 일컫는다. 정신보건전문요원에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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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배치 및 지원(Individualplacementandsupport,IPS)이다.이 형
태는 대상자에게 단계별 직업 적응과정을 거치지 않고,바로 경쟁적 취업
(competitiveemployment)을 제공하고 지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직업재활
서비스와 구별된다.

④ 주거지원서비스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residentialservices)를

말한다.넓은 의미에서 주거란 병원이나 요양원으로부터 일반 가정집에 이
르는,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적 의미를,좁은 의미의 주거는 정신질환
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의미한다.성남시 정신
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주거 공간이 열악한 대상에게 제공하는
주거환경개선서비스,장기간 입원(소)한 정신질환자가 퇴소하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를 계획하고 연계하는 서비스(일반적으로 사회복귀시
설3)연계),독립적 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4개월간 집중적인 주거
훈련을 하는 단기생활훈련 서비스 등이 있다.

⑤ 그 외 서비스 프로그램
기타 정신질환자에게 여가활용서비스,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

으나 본 연구 자료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5)비용 경제성 분석

3) 정신보건법 제 15조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

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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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최소한의 자원으로 가장 뛰어난 효
과를 갖는 일은 사업의 원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최근 공공 사
업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사업이 갖는 실질적 효과와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평가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가)비용
비용추계는 관점에 따라 상의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사회,정부,관련기관,
소비자 등 누구의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이 달라
디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일반적으로 비용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
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사회적 관점에서 측정된다(Drummondet
al.1997).비용은 그 유형에 따라 직접비용,간접비용,심리사회적 비용
(psychosocialorintangiblecosts)으로 구분된다(Drummondetal.1997).
① 직접비용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지출액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직접 의료비와

직접 비의료비로 구분한다.직접 의료비에는 입원 및 외래 비용,약제비와
같이 질병 치료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의미하며,직접 비의료비에는 교통
비,간병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본 연구에서는 직접 의료비
중 정신의료비용만을 비용으로 추계하였다.
② 간접비용
질병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로서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노동 생

산성 저하,쇠약,활동 제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정신질환의
경우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의 경우에도 환자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많은
간접 비용이 소요된다.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소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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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 비교하였다.
③ 심리사회적 비용(무형비용)
일반적으로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로서 삶의 질 저하,고통,

불안감 등이 포함된다.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다.

나) 경제성 평가의 종류
① 비용-최소화 평가(혹은 비용-효율 평가,cost-efficiencyanalysis,cost
minimizationanalysis)
이 방법은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어떤 대안들(alternatives)중 어느 것

이 가장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②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analysis)
이 분석은 서로 다른 비용 및 결과들(outcomes)을 공통의 통상 단위
(naturalunit)로 비교할 수 있을 때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일반적으로 단
위 효과당 비용(예;10,000wonperlyearoflifeextended)으로 나타낸다.
③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analysis)
이 방법은 비용 효과 분석과 유사하나 제공된 서비스 및 서비스 효과를
모두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여기서는 비용 편익 비율
(costbenefitratio)혹은 순 편익(netbenefit)으로 결과를 나타낸다.일반적
으로 비용을 편익으로 나눈 비용 편익 비율,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순편익
을 연구에서 이용한다.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사용하였다.
④ 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analysis)
이 방법은 다양한 질적 요소를 감안한 일반적 건강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비용 효용 비율(costutilityrati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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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내며,quality-adjustedlifeyears(QALYs)와 같은 단위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할인율
할인(discounting)은 보건의료서비스 중재로 인한 미래 비용과 결과를 현

재 가치로 나타내느 수학적 과정으로 보건의료의 비용이나 편익의 시간차
를 보정한 것이다(Severens,2004).이때 할인율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이용되며,이자율,물가상승율,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할인율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보
건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3~5%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본 연
구에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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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사사사업업업의의의 역역역사사사

1)외국의 정신보건사업의 역사
18세기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는 종교적인 관

점과 밀접했다.따라서 그 당시 정신질환자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되어 감금되었고,매우 비도덕적인 대우가 이루어졌다.1793년 프랑스
의 PhilippePinel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초의 인류애적 접근을 시도하였
다.그는 정신질환자에게 애정과 관심으로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쇠사슬에 묶인 정신질환자를 풀어줌으로써 도덕
치료(moraltreament)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세기 들어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

미로 수많은 정신병원들이 건립되었다.그러나 수많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면서 주립병원은 많은 빈민자와 이민
자로 가득차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사회적으로 인권운
동이 활발히 제기되면서 20세기 초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새로운 움직
임이 시작되었다.또한 1950년대 최초로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면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주도하
에 실현된 정신보건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신보건은 새로
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당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두가지 목표를 바탕으
로 하였다.첫째,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재활,둘째 일반 주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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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진이 그것이었다.이후 지역사회 내에 정신보건센터와 많은 재활
시설들이 설립되었고,수많은 입원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2)한국의 정신보건사업의 역사
서동우 등(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2005)은 한국의 정신보건사업을 정신

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정신보건사업의 시작 이전기와
정신보건사업의 확대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이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작 이전(1995년이전까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에 대

한 질병관을 가지고 있었다.다소의 미신적인 질병관이 있었으나,씨족사회
가 발전한 대가족제도의 농촌형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는 사회 속에서
비교적 통합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로 전환되었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부양기능이
점차로 축소되었고,농경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적 기반이 약화되었다.그동
안 가족제도와 지역사회 흡수하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로
표출되었으나,이를 공공 체계 내에서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고,이러한
결과 기도원,요양원 등 미인가 시설이 이들을 관리하였다.전부는 아니더
라도 이러한 시설들의 상당수는 비치료적이며,비인권적인 행태를 보였으
며,일부 방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국가는 더 이상 정신
질환자를 최소한의 인권보장도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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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신질환자 관리를 종교모델에서 의료모델로 전환하는 정책을 택하게
되었다.이러한 정책하에 1980년대 중반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정신병상 확대 정책은 많은 대형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을 탄생시킴으로
써 정신질환자의 수용을 증가시켰다.

②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확대(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었다.또한 일부 정신
보건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과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에 힘입어 1994
년 연천군을 시범으로 하여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시군구에서 지역사회정
신보건사업이 출발하였다.그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중추적 기관은 정신보건센터로써,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32개소의 국비지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30개소의 지방비 지원 모델형 정
신보건센터,65개소의 국비지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로 확대되었다(서동우
등,2005).

3)성남시 정신보건사업 개요
① 일반적 사항
성남시는 전체 인구가 약 9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성남시청,2005),수정

구,중원구,분당구의 3개구로 형성되어 있다.성남시 정신보건센터는 성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9년 3
월 개소하였다(성남시 정신보건센터,1999).성남시는 정신보건사업의 전문
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소 첫 해부터 지금까지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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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인정신병원을 선정,운영을 위임하고 있다.

②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는 개소 첫해부터 200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성

정신질환자를 주 표적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성남시
정신보건센터는 2002년도에 알코올 중독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
문제 대상자 관리사업을 실시하다가,2005년 들어 성남시에 보건복지부 지
정 알코올 상담센터가 개소되면서 알코올 문제 대상자 관리사업을 알코올
상담센터에 위임하여 사업이 분리되었다.

③ 인적,물적 구성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는 2006년 현재 정신과 의사 1인(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9인,정신보건간호사 7인,정신보건임상심리사 1인,행
정인력 1인 등 총 19인이 전원 상근하며 근무 중에 있다.정신보건센터는
행정적으로는 관할 보건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지역 내 병의원,사회복
지시설,교육기관,종교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협
력하고 있다.정신보건센터는 중앙사무실 1개소,정신보건실 3개소,정신장
애인 주거훈련시설 2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222...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사사사업업업의의의 효효효과과과성성성 평평평가가가

1)외국의 정신보건사업 효과성 연구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그간 꾸준히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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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보건서비스 역시 효과를 근거로 정책에 대한
반영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Drakeetal,2001;Geballe,2001).WHO에
서도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반영을 지지하고 있다(WHO,2003).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보건서비스 효과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Latimer,2005;Udechukuetal,2005;Bondetal,2001;Phillipsetal,
2001),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례관리와 직업재활,주간재활 프로그램의 정
신보건서비스가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한편 사례관리서비스의 경우 사례
관리 부담률에 따라 집중적 사례관리 모델(Intensivecasemanagement),
표준적 사례관리 모델(Standardcasemanagement),혹은 중재적 사례관리
모델(Brokered model)로 나뉜다.Assertivecommunitytreatment(ACT)는
집중적 사례관리 모델 중 하나로써 보다 강화되고 다학제적 팀으로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널리 알려진 모델이다.
ACT모델이란 1970년대 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최초로 시도된 정신

질환자 사회재활 프로그램이다(Steinetal,1980).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가 1인당 사례관리 부담률이 15명 이내, 통합된 전문가 팀 구성
(multidisciplinaryteam),비상근직 20%이내,24시간 서비스 제공,팀 운영
의 자율성(team autonomy),정신과 의사의 개입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
다.최초 연구에서 Stein등(1980)은 1년동안 ACT를 제공받은 정신질환자
의 경우 6%의 환자가 재입원하였지만,ACT를 제공받지 못한 환자군은
58%의 환자가 재입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그 외에도 ACT를 제공받은 환
자군에서는 취업률이 증가하고,사회관계가 호전되며,환자의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와 자신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또한 비용 편익 분석에서
도 ACT를 받은 환자에서는 1인당 4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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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Weisbrodetal,1980).하지만 계속되는 다른 연구에서는 사례관
리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결과를 보였다.Marks등(1994)의 연구에서는 사
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에 입원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입원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더구나
Muijen등(1994)은 ACT를 제공한 환자군과 최소한의 재활서비스만을 제공
한 환자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재입원율,입원기간,정신증상 등 효과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이렇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모두 일치하진 않지만 대다수 연구에서는 집중적 사례관
리 서비스의 경우 입원력과 관련하여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특히 Bond등(1995)은 과거 사례관리 서비스에 관련한 연구를 검토한 메

타분석 연구를 통해 방문서비스 위주의 집중적 사례관리를 제공한다면 입
원 기간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결론하였다.또한 그는 계속된 연구
(Bondetal,2001)를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질과 증상 완화
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이러한 과거 연구들을 검토하여 Thornicroft
등(2004)은 적절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만족도,치료
의 지속성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하였다.
한편 사례관리의 수준에 따른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은 ACT와 같은 집

중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군이 서비스의 강도가 낮은 표준적 사례관
리 서비스(혹은 중재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군에 비해 효과성과 서
비스 질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Intagliataetat,1983;Harriset
al,1988;Thornicroft,1991).
주간재활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에서 Thornicroft등(2004)은 9개의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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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조군 연구를 검토하였다.그 결과 환자들 중 약 30%에서 입원 빈도
를 줄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특히 주간재활서
비스가 재입원이 잦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최근 직업재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들이 등장하면서 그 효과

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지원고용
(supportedemployment)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Drakeetal,
1999;Priebeetal,1998;Marshalletal,2001;Lehmanetal,2002).대다
수 연구에서 지원고용 서비스를 제공 받은 정신질환자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취업률과 삶의 질,소득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예를 들어 Lehman등(2002)의 연구에서는 지원고용이 한 형태인 개
별적 배치 및 지지(IndividualPlacementandSupport,IPS)서비스를 제공
받은 정신질환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비해 취업률이
높았고(42% vs11%),경쟁취업(competititveemployment)4)의 비율 역시 높
게 나타났다(27% vs7%).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주로 ACT와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Latimer등(1999)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
로 ACT를 적용하였을 때 직접 의료비용의 감소액을 추정함으로써 비용편
익분석을 시도하였다.그 결과 캐나다의 경우 정신질환자 1인당 ACT를 적
용하는데 년간 ＄9,119이 추정되었고,서비스 제공에 따른 입원기간 감소를
의료비용 절감액을 환산했을 때 약 ＄10,062이 산출되었다.이를 통해 그는

4) 정신질환자의 취업은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 취업, 관리감독하의 취업

(supervised employment), 경쟁적 취업(competitive employment)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쟁취업이란 취업 유지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관리감독)이 직접적으로는 제공되

지 않는, 일반인처럼 사업장에 직접 취업되어 유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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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를 입원환자에게 적용한다면 소용된 비용 대비 편익이 비슷하다고 결
론하였다.한편 Tyrer등(1998)은 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역사
회 정신보건을 통한 재활서비스들 간의 비용을 조사하였다.그 결과 병원
에서의 치료가 다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보다 월등히 높은 비용을 초래하
였다.더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의 생활 만족
도보다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가 높고,지역사회 재활 중 증상의 악화가 있
더라도 약한 정도이며,사회 기술이나 대인관계 등 전반적 기능의 호전도
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는 비용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Thornicroft,2001).

2)국내 정신보건사업 효과성 연구
국내에서는 이영문 등(2003)이 수원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

자를 대상으로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그들은 정
신질환의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 기간과 입원 횟수를 중심으로 서비
스 제공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였다.그 결과 서비스 제공 전에 비해 서비
스 제공 후 일상생활기능과 정신증상은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나,입원 기
간과 횟수는 서비스 제공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이 연구에서는 대상자 별 차트와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증상과
기능을 평가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또한 서비스 제공기간이 제각기
달랐다는 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인원 등(2004)의 연구에서도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1년동안 정

신보건센터에서 직업 재활과 주간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서비스 제공
전에 비해 서비스 제공 1년후 정신증상과 일상생활기능에 있어 유의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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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보였다.
직업 재활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진환 등(2000)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

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였다.46명이 환자를 대상으로 진
행한 이 연구에서는 3개월간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환자의 구직
활동 적극성과 직업태도,사회기술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였다.그 결과 직
업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의 구직활동 적극성을 증가시키며,직업 생
활 영역의 문제해결 기술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황태연 등(1998)의 연구에서도 직
재활 서비스는 환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간재활 서비스와 관련한 우리나라 연구들(윤성철 등 1998;이후경 등

1999)은 대부분 주간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
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동우 등(2002)은 전국 정신보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정신보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입원 기간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하였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서동우 등
(2002)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비용효과 면에
서 우수한 것으로 결론하였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이용
하는 일부 회원,특히 집중적 서비스를 받는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
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또한 정신보건센터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
용이 다르고,서비스 대상자의 정신질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모든 정신
질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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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등록 정신질환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는 점,정신질환자의 기능과 증상을 전향적으로 연구한 점,그리고 경
제성 효과를 포함한 포괄적 효과성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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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의 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여부이며 종속 변수는 일상
생활기능,정신증상,년간 입원력,년간 노동수입과 같은 효과성 변수이다.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
(연구 시점)

PPPaaaiiirrreeedddttt---ttteeesssttt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1년 후

효효효과과과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일상생활기능

AAANNNOOOVVVAAA 정신증상
년간 입원력

(입원기간과 횟수)
년간 노동수입

χ
222ttteeesssttt

MMMuuullltttiiipppllleee
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
AAAnnnaaalllyyysssiiisss

혼혼혼란란란변변변수수수
성별,연령,교육수준,
유병기간,의료보장 형태,

결혼상태,종교

비비비용용용 편편편익익익 분분분석석석

그림 1.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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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란변수로는 성별,성별,연령,교육수준,유병기간,의료보장 형태,
결혼상태,종교과 같은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인으로 정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1)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신규 등록

한 정신질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정신질환자의 등록은 해당 동사무
소 관계자,정신과 병․의원 관계자,보건소 관계자,환자의 보호자를 통해
의뢰되거나 환자 스스로 자원하여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모든 연구 대상자 혹은 대상자의 보호자를 통하여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또한 정신과 의사로부터 DSM-Ⅳ 기준
(American PsychiatricAssociation,1994)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진단을
받은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기질성 뇌 질환자,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성격장애로 진단된 자,그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노숙인 자는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연구 기간은 등록 후 1년간으로 하였다.

2)정신보건서비스의 내용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 직후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사례관리 서비스는 대상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
되었으며,주로 가정 혹은 지역사회(직장 등)방문을 통하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돕는 방문 서비스 전략(outreachservice)을 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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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편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일부 대상자에게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주 4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었다.프로그램의 진행은 정신보건전문요
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그 외 일부 정신질환 대상자에게 직
업재활서비스 혹은 주거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본 조사 및 효과성 평가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교육과 지도하에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5인과 정신보
건간호사 4인이 시행하였고 이를 사례관리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서비스에 제공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도구 혹은 방
법이 사용되었다.

1)일상생활기능평가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기능 평가를 위해 General Assessment of

Functioning(이하 GAF,Endicott,1976)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기능의
정도에 따라 1부터 100점까지의 점수화 하고 있다.연구에서는 정신보건센
터 등록직후 정신증상과 등록후 1년이 지난 후 정신증상을 평가하였다.

2)정신증상 평가
연구 대상자의 정신증상에 대하여 BriefPsychiatricRating Scale(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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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S,Overalletal,1988)5)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이 도구는 총 18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연구에
서는 정신보건센터 등록직후 정신증상과 등록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신
증상을 평가하였다.

3)년간 입원기간 및 입원 횟수,노동수입 조사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전화 혹은 면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1년간 및

서비스 제공 후 1년간 입원기간(개월)과 입원 횟수,노동수입을 조사하였
다.이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 전․후간 입원력과 연간 노동 수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외래 및 입원비용 조사
보건복지부 자료(2004)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05)를 참조하여 정신

질환자의 월 평균 입원비 및 외래 진료비를 추계하였다.이를 바탕으로 정
신보건센터 등록 전 1년간,등록후 1년간의 정신과 입원 및 외래 비용을
추계하였고,입원비용에서 외래비용을 뺀 금액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으로 추정하였다.입원진료비 및 외래 진료비 산정은
분석에 포함된 정신질환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
으로 계산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절절절차차차

5) 원래의 평가도구는 0점에서 6점까지의 7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점에서 7점까지의 척도로 변형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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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연구 대상자의 사례관리 기록지를
토대로 수집하였다.사례관리 기록지에는 등록 당시 기본 인적사항,입원
력,직업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해 평가된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 등
이 수록되어 있으며,최소 매 1년마다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을 재평가하
여 기록하고 있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1)인구통계학적 변인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대하여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2)정신보건서비스 효과성 분석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전․후 정신증상,일상생활기능,입원기간과 횟수,

노동수입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t검증을 실시하였다.한편,회귀
분석시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과 서비스 제공과 혼란 변수간 효과성
의 중첩성을 해석하기 위해 Pearson검정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신보건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t
검증 및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3)정신보건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정신보건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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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가 효과성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포함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즉,독립변수로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연령,의료보장형태,교육수
준,결혼상태,유병기간,종교를 포함하였고,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례관리
서비스(방문횟수),주간재활서비스,직업재활 및 주거서비스를,그리고 연구
시점에서의 각각의 효과성 변인을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포함하였다.이러
한 변수들은 대부분 명목 변수로 구성되었으므로 연구에서는 이를 가변수
(dummyvariables)로 구성하여 변수를 사용하였다.이에 따라 성별에서는
여성,연령에서는 20대 이하,의료보장형태에서는 건강보험,교육수준에서
는 초등학교이하,결혼상태에서는 미혼,유병기간에서는 5년이하,종교는
무교,사례관리 서비스에서는 월 방문횟수 1회미만,주간재활 서비스에서는
년간 주간재활 시행기간 1개월미만,직업 및 주거 서비스에서는 수혜없음
을 각각 기준집단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AS10이었다.

4)정신보건서비스 비용편익 분석
①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기본 내용
년간 정신과 의료비용과 노동수입을 근거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효과를 분석하였고,이를 년간 정신보건센터 예산에 대비하여 비용편
익을 조사하였다.즉,비용편익 산출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신보건서비스
비용 편익(년) =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연간 예산
입원기간감소에 따른 의료비용절감액+년간노동수입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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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비용 및 노동수입 산정
정신과 의료비 전환 기준은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일

30,800원을 적용하였고, 외래비용은 2,520원을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04).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일당 평균 진료비를 적용하
여 입원인 경우 37,951원,외래의 경우 3,436원을 적용하였다(국민건강보험
공단,2005).이에 따라 입원기간 감소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액은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비에서 외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따라서 일일
정신의료기관 입원비 절감액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28,280원,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34,515원이 산출되었다.
연간 노동수입증가액은 서비스 제공 후 연구 대상자의 1년간 총수입에서

서비스 제공 전 1년간 총수입을 감한 액수로 산정하였다.

③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연간 예산
한편,2004년도 성남시 정신질환자 서비스 사업 예산은 500,000,000원,

2005년도 예산은 596,000,000원,2006년도 예산은 691,000,000원이었다(성남
시정신보건센터, 2004; 성남시정신보건센터 2005; 성남시정신보건센터,
2006).이 중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비용만을 순수하게 추
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6) 간접비란 인건비,운영비,업무추진비 등 전체 정신보건사업 대상에 투여된 비용으로서
특정 대상(예;정신질환자)별 비용으로 정확히 추계할 수 없음.따라서 간접비 중 정신질
환자에 소요된 순수 비용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순 예산

=
정신질환자 대상 직접 서비스비+정신보건사업의
간접비6)중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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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따라서 이렇게 산정된 정신질환자 서비스 예산은 2004년도
409,956,800원,2005년 490,554,640원,2006년 459,308,880(10개월 소요 비용)
에 해당하였다(표 1참조).

따라서 연구에서의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년간 평균 예산은 다
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조사하여 전체 근무시간 대비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투여 시간비율(82%)을 구하여 이
를 예산에 대비하였다.

표2.2004~2006년도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예산 항목 세부항목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보건
예산

직접비

․사례관리 서비스비
․주간재활프로그램비
․정신질환 가족지원비
․직업 재활 및 주거 지원 서
비스비

76,430
(15.29)

90,106
(15.12)

78,760
(14.25)

간접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06,740
(81.35)

488,352
(81.94)

464,084
(83.95)

비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보건예산
(일반시민 등)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6,830
(3.36)

17,542
(2.94)

9,956
(1.80)

총계 - 500,000
(100)

596,000
(100)

552,800
(100)

자료출처 ;2004년도,2005년도,2006년도 성남시 정신보건사업계획서(성남시 정신
보건센터)
*2006년도 예산은 연구 종료 시점인 2006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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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연간 예산(2004부터 2006년 10월까지
의 평균) = 409,956,800원+490,554,640원+459,308,880원/34개월×12개월
=479,936,584원

한편,2004년도,2005년도,2006년 정신보건서비스 대상자는 각각 578명,
657명,696으로 평균 644명이었다(성남시정신보건센터,2004;성남시정신보
건센터 2005).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196명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연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 되었다.

479,936,584원 ×196명=146,067,656원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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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징징징(((표표표 333)))

2004년 이후 신규 등록한 인원은 총 214명이었으나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는 총 196명이었다.신규 등록 대상자 중 18명은 1년이 지나지 않아 다
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서비스를 거부하여 연구에서 탈락하였다.연구 대
상자 중 남자가 103명(53%),여자가 93명(47%)로 남자가 약간 더 많았다.
연령은 평균 40세로 30대가 67명(34%)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40대
가 53명(27%),20대가 34명(17%)로 뒤를 이었다.의료보장형태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 89명(45%),의료급여 대상자가 107명(55%)로 저소득층 대상자가
약간 더 많았다.교육 수준에서는 고졸(48%)이 가장 많았고 중졸(20%),대
졸(15%)의 순으로 이어졌다.결혼상태로는 미혼자가 전체의 64%(126명)을
차지하였고,기혼자(21%),기타(15%)순으로 이어졌다.종교에서는 기독교
가 93명(47%),무교 58명(30%),카톨릭 15명(8%),불교 15명(8%),기타 15명
(8%)순이었다.질환에 대한 진단으로는 정신분열병이 154명(79%)으로 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기분장애(14%)가 뒤를 이었다.질환의 유병기간은 평
균 12.5년으로 16년 이상이 67명(34%),5년 이하 51명(26%),5년에서 10년
이 50명(26%),11년에서 15년이 28(14%)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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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공된 정신보건서비스 수혜면에서는 1년간 주간재활프로그램을 1
개월 미만으로 참여한 대상자가 153명(79%),1개월 이상 참여자가 43명

표3.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징
N(명) 빈도 MEAN±SD

계 196 (100%)
성별 남 103 (53%)

여 93 (47%)
연령 10대 3 (2%) 40.07±11.45

20대 34 (17%)
30대 67 (34%)
40대 53 (27%)
50대 28 (14%)
60대이상 11 (6%)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89 (45%)
의료급여1종 80 (41%)
의료급여2종 27 (14%)

교육수준 무학(초등졸미
만) 11 (6%)
초등학교 22 (11%)
중학교 39 (20%)
고등학교 95 (48%)
대학교이상 29 (15%)

결혼상태 기혼 40 (21%)
미혼 126 (64%)
기타(사별,이
혼등) 30 (15%)

종교 무교 58 (30%)
기독교 93 (47%)
카톨릭 15 (8%)
불교 15 (8%)
기타 15 (8%)

진단명 정신분열증 157 (80%)
기분장애 28 (14%)
기타1 11 (6%)

유병기간(그룹) 5년이하 51 (26%) 12.5±8.9
6-10년 50 (26%)
11-15년 28 (14%)
16년이상 67 (34%)

1분열정동장애,망상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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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으로 대다수의 대상자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았다(표 4).
사례관리 방문서비스의 빈도에서 연구 대상자는 월 평균 0.81회의 방문서
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 중 1회 이상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109
명(56%),월 1회 미만의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는 44%였다.한편,
대상자 중 년간 방문서비스를 한 번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이
는 대상자 혹은 보호자가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방문하지 않아도 내
소 상담 등으로 면담 기회가 잦은 경우,전화 면담을 통해 서비스가 충분
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그 외 기타 서비스로 직업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40명(20%)이었다.

222...변변변수수수 특특특성성성별별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회귀분석시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과 서비스 제공과 혼란 변수간
효과성의 중첩성을 해석하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5).그 결과,연령에 따라 주간재활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었을 가
능성이 확인되었다.또한 의료보장 형태별 사례관리 방문횟수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주간재활과 사례관리 방문횟수에

표4.정신보건서비스수혜현황
변수 대상수(명) 빈도(%) MEAN±SD
주간재활서비스
(년간서비스기간)

1개월이상 43 (22%) 1.99±4.13개월1개월미만 153 (78%)
사례관리서비스
(월평균방문횟수)

1회이상 109 (56%) 0.81±0.62회1회미만 87 (44%)
직업및주거서비
스

서비스제공받음 40 (20%)
서비스제공받지않
음 15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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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기타 변수와 제공된 서비스간 상관관
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제공된 서비스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서비스 별 상관관

계를 검증하였다.그 결과 유일하게 주간재활서비스와 사례관리 서비스간
상관관계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그러나 각각의 서비스 개선 효과 정도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력,노동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공선성을 분석한 분산확대지수 결과(varianceinflationfactor)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제제공공공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효효효과과과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일상생활기능과 정신증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전과 제공후 1년이 지난 후 일상생활기능(GAF)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먼저 일상생활기능에서는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표5.정신보건서비스 및 대상자의 특성별 카이제곱 검증
주간재활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 직업및주거서비스

성별 0.31 0.04 1.12
연령 15.02** 2.23 5.25
진단명 5.14 4.65 2.50
의료보장형태 5.47 7.92* 1.71
교육수준 10.60* 8.41* 0.88
결혼상태 6.12 0.39 0.91
유병기간 6.59 1.91 2.81
종교 1.98 0.50 0.11
주간재활서비스 - 6.95** 0.01
사례관리서비스 6.95** - 0.65
직업및주거서
비스 0.01 0.65 -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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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평균 점수는 42.63(±11.61),제공 후 GAF평균 점수는 45.23(±11.31)으로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표 6).

2)정신증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전과 제공후 1년이 지난 후 정신증상(BPRS)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 BPRS점수는 65.32(±14.86),서
비스 제공 후 BPRS점수는 61.84(±14.03)로 서비스 제공 전․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를보였다.

3)입원력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과 제공 후 각각 1년 동안의 입원력을 조사하였

다.서비스 제공 전 년간 평균 입원 횟수는 0.56(±0.80)회였고,서비스 제공
후 년간 평균 입원 횟수는 0.36(±0.55)회였다(표 6).또한 평균 입원 기간에
서는 서비스 제공전 1년간 2.77(±4.22)개월,서비스 제공 후 1년간은
1.75(±3.47)개월로써 서비스 제공 전․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4)노동수입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과 제공 후 각각 1년 동안의 취업에 따른 소득을

조사하였다.서비스 제공 전 년간 평균 노동수입이 4.38(±22.71)만원이었고,
서비스 제공 후 년간 평균 노동수입이 58.58(±187.90)만원으로 서비스 제
공 전․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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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서서서비비비스스스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질질질적적적 수수수준준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효효효과과과 비비비교교교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른 효과성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1)주간재활서비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년간 1개월 이상 주간재활서비스를

수혜한 군과 그렇지 않는 군간 효과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그 결과 일상
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기간,노동수입에서는 두 군 모두 서비스 제공전
에 비하여 서비스 제공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7,표8,표10,표11).그
러나 입원횟수에 있어서는 주간재활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혜한 군에서는
서비스 제공전에 비하여 서비스 제공후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주간재활
서비스를 1개월 이하 수혜한 군에서는 서비스제공 전․후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분산분석을 통한 비교 분석에서는 입원횟수와 입원기

표6.정신보건서비스제공에따른효과성비교
제공전 제공후 t p-value(MEAN±SD) (MEAN±SD)

일 상 생 활 기 능
(GAF) 42.63±11.61 45.23±11.31 5.271 <0.001
정신증상(BPRS) 65.32±14.86 61.84±14.03 -5.118 <0.001

입원력
입원횟수 0.56±0.80 0.36±0.55 -3.297 0.001
입원기간
(개월) 2.77±4.22 1.75±3.47 -3.961 <0.001

1년간노동수입
(만원) 4.38±22.71 58.58±187.90 4.0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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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있어 주간재활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혜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간 효
과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2)사례관리 서비스 강도
사례관리 서비스의 강도는 월 평균 1회 이상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 군과

1회 미만 제공된 군 등 2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그 결과 방문
서비스가 월 평균 1회 이상 이루어진 군에서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
횟수,입원기간 노동수입의 효과 등 모든 효과에서 서비스 제공 전․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표 8,표 9,표 10,표 11).하지만 방문서비스
가 1회 미만 제공된 군에서는 입원 기간을 제외한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
입원횟수,노동수입에서 서비스 제공 전․후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한편 분산분석을 통한 두 군간 효과성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일상생활
기능과 정신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7,표8).

3)직업 및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
직업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다.

입원기간을 제외한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횟수,노동수입의 효과에
서 두 군 모두 서비스 제공 전에 비해 서비스 제공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표 7,표 8,표 9,표 11).하지만 입원 기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군에서만 서비스 제공 전․후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분산분
석을 통한 두 군간 비교에서 정신증상과 노동 수익에 있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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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정신보건서비스제공내용에따른일상생활기능(GAF점수)변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강도

대상
수 제공전 제공후 t F
(명) (MEAN±SD) (MEAN±SD)

주간재활
서비스

1개월미만 153 42.76±12.06 44.92±11.61 3.853** 2.981개월이상 43 42.14±9.94 46.35±10.25 4.081**
사례관리
서비스

1회미만 87 42.72±11.68 43.92±10.89 1.79 6.69*1회이상 109 42.55±11.61 46.28±11.58 5.365**
직업및주
거서비스

없음 156 42.56±11.53 45.04±11.42 4.553** 0.23있음 40 42.90±12.06 45.97±10.98 2.635*
계 196 42.63±11.61 45.23±11.31 5.271**

*p<0.05,**p<0.001

표9.정신보건서비스제공내용에따른입원횟수변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강도

대상
수 제공전 제공후 t F
(명) (MEAN±SD) (MEAN±SD)

주간재활
서비스

1개월미만 153 0.51±0.81 0.39±0.55 -1.926 5.22*1개월이상 43 0.72±0.73 0.26±0.54 -3.177**
사례관리
방문횟수

1회미만 87 0.55±0.68 0.41±0.62 -1.792 0.6701회이상 109 0.56±0.89 0.31±0.48 -2.767**
직업및주
거서비스

없음 156 0.51±0.63 0.37±0.57 -2.604* 0.00있음 40 0.75±1.26 0.32±0.47 -2.07*
계 196 0.56±0.80 0.36±0.55 -3.297*

*p<0.05,**p<0.01

표8.정신보건서비스제공내용에따른정신증상(BPRS점수)변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강도

대상
수 제공전 제공후 t F
(명) (MEAN±SD) (MEAN±SD)

주간재활
서비스

1개월미만 153 66.32±15.54 63.14±14.83 -4.335** 0.681개월이상 43 61.74±11.62 57.21±9.51 -2.706*
사례관리
서비스

1회미만 87 62.10±16.52 60.44±15.76 -1.969 5.8*1회이상 109 67.88±12.91 62.96±12.45 -4.923**
직업및
주거서비스

없음 156 65.64±15.04 62.97±14.05 -3.726** 5.56*있음 40 64.05±14.23 57.45±13.22 -3.81**
계 196 65.32±14.86 61.84±14.03 -5.118**

*p<0.05,**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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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서서서비비비스스스 효효효과과과성성성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정신보건서비스에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1)일상생활기능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일상생활기능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례관리서비스,

표11.정신보건서비스제공내용에따른연간노동수입변화(단위:만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강도

대상
수 제공전 제공후 t F
(명) (MEAN±SD) (MEAN±SD)

주간재활
서비스

1개월미만 153 4.51±21.91 49.26±169.31 3.257** 1.761개월이상 43 3.91±25.62 91.72±242.37 2.373*
사례관리
서비스

1회미만 87 3.56±19.11 34.28±153.87 1.861 2.451회이상 109 5.03±25.29 77.97±209.86 3.612***
직업및주
거서비스

없음 156 3.08±18.34 35.8±153.9 2.653** 10.4**있음 40 9.45±34.77 147.4±268.77 3.203**
계 196 4.38±22.71 58.58±187.90 4.026***

*p<0.05,**p<0.01,***p<0.001

표10.정신보건서비스제공내용에따른연간입원기간변화(단위:개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강도

대상
수 제공전 제공후 t F
(명) (MEAN±SD) (MEAN±SD)

주간재활
서비스

1개월미만 153 2.71±4.47 2.01±3.74 -2.467* 5.59*1개월이상 43 2.98±3.20 0.84±2.00 -3.866***
사례관리
서비스

1회미만 87 2.87±4.45 2.00±3.92 -2.308* 0.821회이상 109 2.69±4.05 1.56±3.06 -3.236**
직업 및주
거서비스

없음 156 2.60±4.10 1.59±3.30 -3.853*** 3.64있음 40 3.43±4.64 2.38±4.04 -1.404
계 196 2.77±4.22 1.75±3.47 -3.961***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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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점 일상생활기능 수준,유병기간으로 나타났다(표 12).사례관리서비
스에서는 방문횟수 월 1회 이상인 군이 월 1회 미만인 군보다 일상생활기
능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등록 당시 일상생활기
능 정도가 낮을 수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유병기간에서는
6~10년의 유병기간 군과 16년 이상 유병기간 군에서 유의하게 개선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 일상생활기능 개선효과 영향 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였다.

표12.일상생활기능(GAF)개선효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

사례관리서비스 1회미만 (기준)
(월 방문횟수) 1회이상 2.63 2.63**
주간재활서비스 1개월미만 (기준)
(년간 서비스 기간) 1개월이상 0.62 0.50
직업및주거서비스 서비스없음 (기준)

서비스있음 -0.08 -0.06
서비스전일상생활기능점수 -0.20 -4.80***

성별 여 (기준)
남 -0.29 -0.30

연령 20대이하 (기준)
30대 0.05 0.03
40대 -0.57 -0.34

50대이상 2.62 1.35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기준)

의료보호1종 -0.94 -0.80
의료보호2종 -0.23 -0.14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기준)
중학교 1.65 1.01
고등학교 2.38 1.62
대학교이상 1.90 1.03

결혼상태 미혼 (기준)
기혼 -1.33 -1.01

유병기간 5년이하 (기준)
6-10년 -2.93 -2.21*
11-15년 -0.95 -0.59
16년이상 -2.7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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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신증상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정신증상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 및 주거서비스,

연구시점 정신증상,성별,교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3).직업 및 주
거서비스를 제공받은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개선효과가 우월하였
다.서비스 제공 전 정신증상 점수가 높을수록(증상이 심할수록)개선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개선효과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 대상자가
정신증상 개선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24%였다.

표13.정신증상(BPRS)개선효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

사례관리서비스 1회미만 (기준)
(월 방문횟수) 1-3회 -0.69 -0.52
주간재활서비스 1개월미만 (기준)
(년간 서비스 기간) 1개월이상 -2.73 -1.68
직업및주거서비스 서비스없음 (기준)

서비스있음 -4.08 -2.66**
연구시점정신증상점수 -0.29 -6.44***

성별 여 (기준)
남 -2.89 -2.31*

연령 20대이하 (기준)
30대 1.62 0.83
40대 1.88 0.85

50대이상 -0.54 -0.21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기준)

종교 무교 (기준)
종교있음 1.62 1.55

상수 8.82 3.52
R-Square 0.2325
AdjR-Sq 0.1545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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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원 횟수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입원 횟수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입원횟수 자

체 요인 것으로 드러났다.즉,입원 횟수가 적을 수록 개선 효과가 큰 것으
로 드러났다(표 14).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60%였다.

표14.입원횟수개선효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

사례관리서비스 1회미만 (기준)
(월 방문횟수) 1회이상 -0.10 -1.23
주간재활서비스 1개월미만 (기준)
(년간 서비스 기간) 1개월이상 -0.11 -1.04
직업및주거서비스 서비스없음 (기준)

서비스있음 -0.13 -1.34
연구시점입원횟수 -0.81 -15.76***

성별 여 (기준)
남 0.00 0.03

연령 20대이하 (기준)

의료보호1종 -2.49 -1.63
의료보호2종 -3.92 -1.91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기준)
중학교 -2.62 -1.23
고등학교 -2.23 -1.17
대학교이상 -4.78 -1.98*

결혼상태 미혼 (기준)
기혼 1.46 0.87

유병기간 5년이하 (기준)
6-10년 0.02 0.01
11-15년 -3.04 -1.40
16년이상 -2.29 -1.24

종교 무교 (기준)
종교있음 -2.45 -1.80

상수 24.63 6.47
R-Square 0.3124
AdjR-Sq 0.2424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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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원 기간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입원기간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서비스 제공 전 입원기

간,성별,의료보장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입원기간이 짧을수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입
원기간의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보장 형태에서는
의료급여 2종인 경우 다른 형태에 비해 입원기간의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41%였다.

30대 0.11 0.92
40대 0.07 0.52

50대이상 0.29 1.81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기준)

의료보호1종 0.12 1.25
의료보호2종 0.14 1.08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기준)
중학교 0.11 0.83
고등학교 0.02 0.16
대학교이상 0.08 0.50

결혼상태 미혼 (기준)
기혼 0.03 0.29

유병기간 5년이하 (기준)
6-10년 -0.06 -0.57
11-15년 0.08 0.56
16년이상 -0.18 -1.59

종교 무교 (기준)
종교있음 0.08 0.94

상수 0.13 0.87
R-Square 0.6409
AdjR-Sq 0.6044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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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수입의 개선효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동 수입의 개선효과에 있어서는 직업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 여부와 사

례관리 서비스 그리고 연구 시점 노동 수입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표15.입원기간개선효과에 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

사례관리서비스 1회미만 (기준)
(월 방문횟수) 1회이상 -0.32 -0.72
주간재활서비스 1개월미만 (기준)
(년간 서비스 기간) 1개월이상 -0.73 -1.33
직업및주거서비스 서비스없음 (기준)

서비스있음 0.14 0.26
연구시점입원기간 -0.52 -9.80***

성별 여 (기준)
남 0.87 2.05*

연령 20대이하 (기준)
30대 0.48 0.75
40대 0.45 0.60

50대이상 1.26 1.48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기준)

의료급여1종 0.27 0.52
의료급여2종 1.45 2.11*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기준)
중학교 0.88 1.23
고등학교 -0.38 -0.59
대학교이상 0.45 0.55

결혼상태 미혼 (기준)
기혼 -0.21 -0.38

유병기간 5년이하 (기준)
6-10년 -0.01 -0.01
11-15년 -0.17 -0.24
16년이상 -1.00 -1.62

종교 무교 (기준)
종교있음 -0.24 -0.52

상수 -0.08 -0.10
R-Square 0.4662
AdjR-Sq 0.4116

*p<0.05,***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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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표 16).직업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노동수입 증가의 차이를 보였다.또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된 군이 월 1회 미만으로 제공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노
동수입 증가의 차이를 보였다.그리고 연구 시점 노동수입이 적을 수록 개
선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11%였다.

표16.노동수입개선효과에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

사례관리서비스 1회미만 (기준)
(월 방문횟수) 1회이상 58.35 2.08*
주간재활서비스 1개월미만 (기준)
(년간 서비스 기간) 1개월이상 9.96 0.29
직업및주거서비스 서비스없음 (기준)

서비스있음 108.78 3.27**
연구시점노동수입 -1.25 -2.09*

성별 여 (기준)
남 23.05 0.84

연령 20대이하 (기준)
30대 -34.30 -0.83
40대 -51.60 -1.10

50대이상 -66.54 -1.23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기준)

의료급여1종 -12.78 -0.39
의료급여2종 -28.44 -0.65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기준)
중학교 -76.56 -1.66
고등학교 -28.21 -0.68
대학교이상 57.42 1.11

결혼상태 미혼 (기준)
기혼 -12.95 -0.36

유병기간 5년이하 (기준)
6-10년 -73.70 -1.97
11-15년 -6.98 -0.15
16년이상 -46.95 -1.20

종교 무교 (기준)
종교있음 43.5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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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제제공공공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용용용 편편편익익익 분분분석석석7)

연구 대상자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 1년간 총 입원기간(543.3개월)에
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후 1년간 총 입원기간(342개월)을 뺀 기간(201.3개
월)에 대한 의료 비용을 조사하였다.대상자 중 55%가 의료급여 환자였고,
45%가 건강보험 환자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정신과 의료비 절감
액은 다음과 같다.

또한 노동수익 증가액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년간 총 수익의
합(63,290,000원)에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년간 총 수익의 합
(5,480,000원)을 뺀 금액으로 57,810,000원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총 비용 절감액은 의료

비 절감액과 노동수익증가액을 합산한 245,535,844원으로 추계되었다.따라
서 이를 196명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년간 정신보건서비스 예산으로 나

7) 연구 방법 중 정신보건서비스 비용 편익 분석 편을 참조 

상수 67.02 1.31
R-Square 0.1881
AdjR-Sq 0.1056

*p<0.05,**p<0.01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
료비 절감액

=(201.3)개월×(28,280×0.55+34,515×0.45)×(30)일
=187,726,8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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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비용편익이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신질환자 1인당 절감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또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전체 정신질환자 등록자에 대한 총 절감 비용액
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성남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신질환자 1인당 절감 비용

=
(245,536,844원-146,067,656)

=507,496원196

성남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신질환자 총 절감 비용

=
(245,536,844원-146,067,656원)

×644=326,827,332원196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편익= 146,067,656원 = 0.59245,536,8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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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2004년 1월 2일부터 2005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1년간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본 연구의 자료는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사례관리
자)이 효과성을 평가하고 기록한 내용을 참고로 수집하였다.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총 196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세며,남자가 53%,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55%였다.정신보건센터에 등
록된 정신질환자 중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기존의 다른 연구
(이영문 등,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어러한 사실은 정신보건사업이 저
소득층을 보다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
며,결혼상태로는 미혼이 전체의 64%,이혼을 제외한 기혼이 21%를 차지
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결혼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종교에 있
어서는 기독교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인구의 두배 정도 높
은 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며,유병기간은 평균 12.5년으로 대상자의 약
50%가 10년 이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연구 대상자의 평균 일상생활기능(GAF)점수는 42.6점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정신증상과 기능이 낮은 편
이라는 것을 반증한다.진단으로는 정신분열병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성남시 정신보건사업이 만성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다른 정신보건센터에 비해 정신분



- 50 -

열병 환자의 등록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치(80% vs45.8%)를 나타내고 있
다.이러한 차이는 다른 정신보건센터의 경우,노인 정신보건사업,소아청
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같이 다른 대상자에게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된 정신보건서비스 내용을 사례관리

서비스,주간재활서비스,직업 및 주거지원 서비스로 국한하였다.그리고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에서는 방문서비스(outreachservices)만을 서비스 내
용에 포함하였다.이러한 방법은 이전 연구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Burnset
al,2000).하지만 전화 상담이나 내소 상담이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
향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 평가를 서비스를 제공한 담당 사례관리자가 직접 시행하였

으므로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
다.아울러 각각의 사례관리자의 평가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지 못
한 것 역시 이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및 정신보건서비스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례관리 서비스와 주간재활 서비스 간 상관성이 관찰되었다.그
러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 효과에 대한 영향인자에 대한 분산
확대지수 결과 다중 공선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제공
된 서비스를 동일 단위화할 수 없었는데,이는 사례관리서비스,주간재활서
비스 직업 및 주거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정신보건서비스 수혜 현황에서는 주간재활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혜한 대상자는 22%,사례관리 방문 서비스는 56%가 월 1회 이상
수혜하였으며,직업 및 주거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20%만이 수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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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대상자는 년 1회 이상 사례관리 방문서비스나 주간재활서비스
혹은 직업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수혜하였다.결과적으로 성남시 정신보건
센터에서 정신질환자 1인당 수혜받는 정신보건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미
약한 이유는 사례관리 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적정 사례관
리 부담률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ornicroftetal,2001;Udechukuetal,2005).정신보건이 발달한 선진국
의 경우 집중적 사례관리 서비스(Intensive case management 혹은
Assertivecommunitytreatment)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 부담률은 1:
20이하로써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 부담률(약 1:70)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수혜 현황을 주간재활서비스의 경우 1개월,사례

관리 방문서비스의 경우 월 1회의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이러
한 분류 기준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서비스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정도를 기준으
로 정하였다.이러한 기준에 대한 적합성은 향후 연구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결과 서비스 제공전에 비해

서비스 제공 후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입원 기
간과 입원 횟수에서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국내 연구에서는 이영문 등
(2003)의 연구에서 일상생활기능과 정신증상에서는 유의한 호전을 보였지
만,입원기간과 입원 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보고서(서동우 등,2002)에 따르면 전국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
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입원기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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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횟수는 약간 증가한 상태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 Marks등(1994)의 연구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에 입원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입원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입원력과 관련된 이러한 상이
한 결과는 다른 나라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Burns etal,1999;
Udechukuetal,2005).전반적으로 대다수 연구들이 정신보건서비스가 효
과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최소한 입원 기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Thornicroftetal,2001),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된 소견이다.
한편,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

구 보고가 있었다(Thornicroftetal,2004).따라서 저자는 정신보건센터에
서 제공된 서비스 제공 강도(주간재활서비스와 방문 사례관리 서비스)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그 결과 주간재활서비스를 연간 1개월 이
상 수혜한 대상자 군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 군에 비해 입원 횟수와 기간에
있어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분산분석을 통한 비교에서도 년간 주간재활서
비스를 1개월이상 수혜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입원 기간과 횟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례관리 서비스의 강도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월 평균 1회 이

상 사례관리 서비스를 수혜한 군에서는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횟수,
입원 기간,노동수입에서 모두 서비스 제공 전․후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지만,월 평균 1회 미만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수혜한 군에서는 대부분의
효과에서 서비스 제공 전․후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더구나 분산분석을
통해 두 군간 개선 효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일상생활기능과 정신증상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직업 및 주거서비스 제공여부에 따른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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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서비스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전․후간 효과성에 차이를
보였다.하지만 분산분석을 통해 두 군간 개선효과의 차이를 보았을 때 정
신증상과 노동수익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본 연구 결과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에 따라

효과성의 차이가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앞서 문헌고찰
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사례관리의 수준에 따른 연구에서도 ACT와 같은 집
중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군이 서비스의 강도가 낮은 표준적 사례관
리 서비스(혹은 중재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군에 비해 효과성과 서
비스 질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Intagliataetat,1983;Harriset
al,1988;Thornicroft,1991).더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주
간재활서비스,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의 각각에 대한 효과는 이미 많은 연
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Latimer,2005;Udechukuetal,2005;Bondetal,
2001;Phillipsetal,2001;황태연 등 1998;정인원 등 2004).이 연구에서
서비스 질적 수준으로 잡은 기준이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질적 수준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결과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그 결과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례관리 서비스,유병기간,연구시점의 일상생활기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증상의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 및 주거서비스

제공 유무,성별,교육수준,그리고 연구시점의 정신증상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연구 시점의 일상생활기능이 낮을 수록 개선효과가 크고,정신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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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할수록 개선효과가 크다는 의미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
증상이 보다 심각하고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
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입원 횟수 개선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시점에서의

입원횟수였으며,연구시작 전 입원횟수가 적을수록 개선효과가 큰 것(입원
횟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으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 개선효과에 있어서는 성별,의료보장 형태,그리고 연구시점의

입원 기간이었다.입원 기간이 짧을 수록 개선효과는 더 컸다.한가지 특징
적인 것은 입원기간 개선효과에 있어서는 의료보장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
는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사실은 현재 의료보장체계가 입원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른 보고와도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서동우 등,
1999;서동우 등,2005).
노동 수입의 개선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례관리 서

비스,직업 및 주거 서비스,그리고 연구시점의 노동수입이었다.이러한 결
과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직업재활서비스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및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와 일치된 소견이다(Drakeetal,
1999;Priebeetal,1998;Marshalletal,2001;Lehmanetal,2002).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의 비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였다.비용 효과 분석은 정책적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정신보건사업에 투여
한 예산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이로 인한 편익이 168로 산출되었다(비용 편
익비율 0.59). 또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신질환자 1인당 편익은 5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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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를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전체(644명)에 대입한 총
편익은 약 326,827,332원이 산출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신보
건정책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취업, 집중적 사례관리(assertive

community treament)와 관련된 비용효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Bloom etal,1998;Thornicroft,2004).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가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보고도 있었다(Thornicrofte,2004).물
론 본 연구에서는 단지 입원력과 노동수입만을 통해 비용 효과를 분석하였
다는 한계가 있다.즉,직접 의료비용 외에 다양한 간접 의료비용과 사회심
리적 비용(편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할인
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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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보건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기존 사업 실행에 대한 타당성의 입증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의 효과성을 평가하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자세히 분석함
으로써 향후 보건사업의 실행 및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정신질환자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

스 제공 후 일상생활기능,정신증상,입원력,노동수입에 있어 유의한 효과
가 발생하였다.
둘째,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에 따라 효과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즉,일상생활기능 측면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으며,정신증상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서
비스와 직업 및 주거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입원력에 있어서는 주간재활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고,노동수입에 있어서는 직업 및 주거서비스 제공의 수준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발생했다.
셋째,정신질환자의 개선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 회귀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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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관리를 월 1회 이상 제공한 군은 월 1회 미만으로 제공한 군에
비해 일생생활기능에서 유의한 개선효과의 차이를 보였다.또한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전의 일상생활기능이 낮을 수록 개선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였다.정신증상의 경우,직업 및 주거서
비스를 제공한 군은 제공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전의 정신증상이 심할수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24%였다.정신질환자의 입원
횟수 개선효과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 전 입원 횟수가 적을 수록 개선효과
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60%였다.입원기간 개선효
과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 전 입원 기간이 짧을수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41%였다.노동수입의 개선효과에서는 사
례관리 방문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한 군이 월 1회 미만으로 제공한 군
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또한 직업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신보
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의 소득이 적을 수록 개선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11%였다.
넷째,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에서 연구에 참여한

196명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용절감액은 약 1억 8천 7백만원,정신보건서
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편익 비율(비용/편익)은 0.59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된 정신보건서
비스는 정신질환자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된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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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성남시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 정신보건서비스는 비용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효
과성을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정신질환자가 등
록한 시점으로 기반으로 하여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조사자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
는 직원들이었으므로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둘
째,입원력 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혹은 가족의 기억에 의존하였으므로,
정보의 정확성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정신보건시설 입소라
는 사건은 매우 의미있는 경우로,개인이나 가족에게 기억장애로 인한 오
류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환자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약물치료,정신치료와 같은 의료행위를 통한 효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정신보건센터 등록 전․후에 약물치료는 대부분 치료기관
과 주치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변화된 조건이란 정신보건센터
서비스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센터 등록 전․후의 변화는 대부분 정신보건
센터 서비스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를 통해 약물 치료 중단을 예방하여 치료 순응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얻게
된 약물치료 효과도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비용 편익 분석에서 직접비용인 정신의료비만을 분석하였다.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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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용,교통수단 이용비용과 같은 간접비용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다
섯째,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함에 있어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족
부담 완화,정신질환자의 입원 감소에 따른 인권 향상,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 감소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효과,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같은 측정불가편익(intangiblecost)이 포함되지 않았다.여섯째,
연구기간이 1년으로 향후 보다 장기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정신보건서비스 효과성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둘째,본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셋째,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른 지역 정신보
건센터에 소속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양하고 표본이 큰 연구가
필요하다.넷째,본 연구의 경제성 평가는 정신의료비용과 노동수익만을 고
려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 의료비용,다
양한 간접 의료 비용,심리사회적 비용과 같은 무형비용 등 보다 포괄적인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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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평평평가가가도도도구구구
BriefPsychiatricRatingScale(BPRS)8)

1=없음,2=매우경함,3=경함,4=중증도,5=약간심함,6=심함,7=매우 심함

문문문항항항 111 222 333 444 555 666 777
111...신신신체체체에에에의의의 관관관심심심 -신체건강에 몰두,신체 질환에 대한 공포,
건강 염려증
222...불불불안안안-걱정,공포,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관심,조마조
마함
333...감감감정정정의의의 철철철수수수 -자발적인 상호관계의 결여,고립,타인들과의
관계 부족
444...개개개념념념의의의 혼혼혼란란란-사고과정의 혼란,지리멸렬,와해,붕괴
555...죄죄죄책책책감감감-자책,수치감,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
666...긴긴긴장장장-초조감,과도한 활성이 신체적 및 운동성으로 표현됨
777...매매매너너너리리리즘즘즘과과과 자자자세세세 -특이하고 기이하며 부자연스러운 운동
성 행동(틱은 배제)
888...과과과대대대성성성-과장된 자만심,오만,특별한 힘이나 능력에 대한 확
신
999...우우우울울울한한한 기기기분분분-슬픔,비애,낙담,염세주의
111000...적적적개개개심심심-증오,경멸,호전성,타인에 대한 멸시
111111...의의의심심심-불신,타인들이 악의적이고 차별대우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믿음
111222...환환환각각각 행행행동동동-정상적인 외부자극에 상응하지 않는 지각
111333...운운운동동동지지지체체체 -느려지고 약해진 움직임 또는 말,감소된 신체
톤
111444...비비비협협협조조조성성성 -저항,경계,권위에 대한 거부
111555...특특특이이이한한한 사사사고고고내내내용용용 -특이하고 엉뚱하고 이상하고 기이한
사고내용
111666...둔둔둔감감감한한한 정정정동동동 -감소된 정서 톤,느낌의 형태적 강동의 감
소,무미건조
111777...흥흥흥분분분성성성-고양된 정서 톤,흥분,증가된 반응성
111888...지지지남남남력력력 상상상실실실 -혼란상태 또는 사람,장소,시간에 대한 적
절한 조합의 결여

8) 원래의 평가도구는 0점에서 6점까지의 7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점에서 7점까지의 척도로 변형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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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AssessmentofFunctioning(GAF)Scale

심리적,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기능을 정신건강 -질환의 가상의 연속선상에서
고려하십시오.신체적(또는 환경적)제약에 따른 기능의 장애는 포함시키지 마십시
오.(참참참고고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코드를 사용하시오 예:45,68,72)

코코코드드드(((점점점수수수)))
111000000 광범위한 활동에서 최상의 기능,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여러가지 긍정적인 특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함,증상없음
999000 증상이 없거나 최소한의 증상(예:시험전의 가벼운 불안),모든 영역에서 기능을
잘 함,광범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기능,일반적으로 삶
에 만족함,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와 걱정에 그침(예:가끔씩 가족들과 논쟁)
888000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일시적이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가능한 반응임
(예:가족들과 논쟁 후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사회생활,직업 또는 학업기능의
가벼운 장애에 그침(예;학업성적이 일시적으로 떨어짐)
777000 약간의 가벼운 증상(예:우울한 기분과 가벼운 불면증)또는 사회생활,직업 또는
학업기능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예:가끔씩 무단결석을 함,집안 물건을 훔침),그러나 일
반적으로 기능을 꽤 잘하고 몇몇 의미있는 인간관계가 있음
666000 중등도의 증상(예;정동의 둔마와 말의 우원성,간헐적인 공황발작)또는 사회생
활,직업 또는 학업기능에 중등도의 어려움이 있음(예;친구가 거의 없음,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555000 심각한 증상(예;자살사고,심각한 강박적 행동,빈번한 도둑질)또는 사회생활,직
업 또는 학업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음(예:친구가 전혀 없음,직장을 유지하지 못함)
444000 현실 검증력이나 의사소통에 약간의 장애(예:말이 한번씩 비논리적이고,모호하
거나 동문서답을 함)또는는는 직업 또는 학업,가족관계,판단력,사고 또는 감정 등의 여러 영
역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예;우울한 사람은 친구들을 피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일을
할 수가 없음;아이들은 더 어린아이들을 자주 때리고,집에서 반항적이며 학교생활에 실패
함)
333000 행동이 망상이나 환청에 상당히 영향을 받음 또는 의사소통이나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예;가끔씩 지리멸렬하고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며,자살에 몰입)또또또는는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능을 하지 못함(예:하루종일 누워서만 지냄,무직,집이 없고,
또는 친구가 없음)
222000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약간 있음(예:죽음이 명백히 예상되지 않는 자살시
도,자주 난폭해짐,조증에 의한 흥분상태)또는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가끔씩 유지하지 못
함(예:대변을 칠함)또는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장애(예 ;대부분 지리멸렬하거나 함구상태)
111000 자신이나 남을 심하게 해칠 위험이 지속됨 (예:반복적으로 난폭해짐),또는 최소
한의 개인위생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죽음이 명백히 예상되는 심각한
자살행동
000 불충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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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성성성남남남시시시 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센센센터터터 운운운영영영체체체계계계도도도

복지서비스

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장애인고용촉진공

단/자활후견기관

행정기관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취업센터

고용안정센터

시청사회경제과

구청사회경제과

경찰서/소방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연계

복지시설/상담실

노숙자 쉼터

청소년 쉼터

각급학교 

문화의 집 

업

무

구

분

의원/병원
사회복귀 

시설

<고운누리>

직업재활훈련

<정든집>

주거시설

행정/예산

사업위탁

자

문

환자의뢰환자의뢰환자의뢰환자의뢰 환자의뢰환자의뢰환자의뢰환자의뢰////입원입원입원입원 행정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환자의뢰환자의뢰환자의뢰환자의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의뢰의뢰의뢰의뢰

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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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JungKwon

Departmentofhealthpolicyandmanagement
GraduateSchoolof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Woo-JinChungPhD)

Recently,therehasbeen adevelopmentofcareforthementallyill
people in the world.Now mostdeveloped countrieschanged their
policy from hospital based care to community based care and
rehabilitaion. In Korea, there has been a rapid development in
communitypsychiatry.Itisimportanttoevaluatetheeffectivenessin
communitypsychiatryfortheevidencebasedrehabilitationandpolicy
making.Thereforethisstudyaimstoevaulateeffectivenessofmental
healthservicesandanalysethefactorsinfluencingontheeffectivenss.
196serviceusersthataresufferingfrom mentallyillproblemswere

participatedinthisstudy.TheywereallregisteredinSeongnam City
CommunityMentalHealthCenter.AndthentheCenterprovided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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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dividualizedservicessuchasoutreachservices,vocationaland
residentialservices,day careprogramsfor1year.Datason service
users'changes(generalfunctioning,psychopathology,hospitalization,
income)beforeandin1yearaftermentalhealthserviceswerecollected.
Wecompared 2outcomesbeforeand aftercommunitymentalhealth
services.Andthenweexploredthefactorsaffectingtheeffectivenssof
thisstudyusingmultipleregressionanalysis.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Participantsimprovedover1yearatallofeffectivenessmeasures
2)Participantsthatwereprovided by higherqualified serviceswere
morelikelytobeimprovedmuch
3)Generalfunctioningimprovementwasinfluencedbycase-mangement
and baseline score of general fuctiongning. Psychopathology
improvementwasinfluenced by occupationaland residentialservices
and baseline severity of psychopathology. Hopsitalization were
influenced by baselinehistory ofpriorhospitalizaion.Earned Income
wereinfluenced byoccupationaland residentialservicesand baseline
income.
4)Communitymentalhealthserviceswereprovedtobecost-effective.
Netbenefitand cost-benefitratiowerecalculated each as187,000,000
won,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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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lySeongnam communitymentalhealthservicestomentally
illpeople wereeffective.

Inthefuture,thefollowingsdudyplansaresuggested.
1)Itisnecessarytohaveastudyoneffectivenessrelatedwithlonger
durationofcommunitymentalhealthservices.
2)Itisnecessarytohaveastudy considering morecomprehensive
servicesofcommunitymentalhealthcenter.
3)Itisnecessarytohaveastudywithlargersamplesize.
4)Inecononmicevalution,furtherstudyhavetobemoredetailone
consideringindirectmedicalcostsandintangiblecosts.

KKKeeeyyywwwooorrrdddsss:communitymentalhealthcenter,communitymentalhealth
services,mentallyillpeople,effective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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