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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먼저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한중 교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학교 선배로서 사제지간으로서 정신보건계의 모범
적 리더로서 저의 모델링이 되 주신 이영문 교수님과 바쁘신 중에도 세심
한 지도로 도와주신 박종연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2004년 서울시
정신보건 장기계획을 함께 세워 나가던 중에 저에게 보건대학원을 추천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김진학 선생님과 정상혁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발전을 위해서 각계에서 수고하시면서 본 연구를 위해

설문을 마다않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본 연구 수
행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이지영,서청희 선생과 선도적 협력자로서 지역
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는 서울광역센터 직원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또한 지금 이 자리에 서는데 있어 물심양면 지원
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원 원장님과 황태연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부족한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장모님,창수와 제수

씨,먼저 가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장인어른,그리고 그리운 어머
니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마지막으로,촉망받는
내과 의사와 연구자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항상 든든한 동반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2007년 7월 이 명 수



-i-

목목목 차차차

국문초록 ·····················································································································i

I.서론 ·······················································································································1

II.연구방법 ··············································································································4
1.연구대상·············································································································4
2.조사방법 ···········································································································5
3.조사도구 ···········································································································6
4.조사단계 ···········································································································7
5.용어정의 ···········································································································8

III.연구결과 ···········································································································13
1.정신보건센터의 사업방향성 ·······································································13
2.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상대비중 ·································································16
3.단위사업별 업무수행방식 중요도 ·····························································19
4.기타 단위사업별 업무수행방식 중요도·····················································22

IV.고찰 ··················································································································27

V.결론 ····················································································································42

참고문헌 ··················································································································43
부 록 ··················································································································46
영문초록 ··················································································································54



-ii-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표 1> 연구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직위 및 직역별 특성·······················5
<표 2> 정신건강 증진 매트릭스····································································10
<표 3>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영역과 단위사업············································12
<표 4> 정신보건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정의······································13
<표 5>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방향성····························································15
<표 6> 영역별,단위사업별 상대비중···························································17
<표 7> 단위사업별 정신보건센터 업무수행방식의 상대적 중요도········19
<표 8> 중앙값에 근거한 최우선 업무수행방식과 우선업무수행방식····20
<표 9> 전국정신보건센터 단위사업별 예산,사업,인력비중··················31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그림 1>표준적 서비스 체계 및 평가체계 도식············································9
<그림 2>정신보건센터 사업방향성에 대한 1,2차 응답 결과 비교···········16
<그림 3>영역별 상대비중의 변화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18
<그림 4>단위사업별 상대비중의 변화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18
<그림 5>정신보건센터에서의 집단프로그램의 방향성································23
<그림 6>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약물치료의 방향성········································24
<그림 7>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알코올중독관리사업의 방향성····················25
<그림 8>정신보건센터에서의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방향성······················26



-iii-

국국국문문문 초초초록록록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기
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그동안 센터의 수는 증
가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왔지만,정신보건센터의 역할 설정에
대해서는 점차 그 논란이 가중되어 오는 실정이다.이에 사업의 가치 및
이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정신보건문제 및 사업목표에 따른 객
관적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고 미래 지향적 과업을 고려한 정신보건센터
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공공정신보건의 가치 실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우
선순위와 표준적 업무체계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지역정신보건
사업에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만성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사업의 성장이 다른 영역의 성장보다 앞
서야 하나,만성정신질환을 포함하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의 질적 향
상과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다른 영역의 사업비중도 점차
증가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둘째,정신보건센터의 업무수행방식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들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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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정신질환자.우울증,소아청소년,노인정신질환에 대한 스크리닝
및 일반상담

- 만성정신질환자 및 초기정신질환자,우울증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

- 만성정신질환,초기정신질환,소아청소년,우울증 및 자살,노인정신
건강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및 자문

- 자살고위험군 및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응급관리
-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홍보 및 지역사회 조직 활동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가정신보건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를 통해 정신보건센터의 표준적서비스 체계가 구축
됨으로서 보편타당성을 획득함과 동시에,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방
안을 수립 실천함으로서 적절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주주요요요용용용어어어 :::정신보건센터,서비스우선순위,표준업무수행방식,델파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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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 system)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던 개념이다
(Geller, 2000).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전까지의 입원과 수용 위주의 병원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hospital-based mental health service 

system)에서 , 집에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소비자 권익 옹호를
중요 개념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몇몇 나라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 개혁 (mental health 

service reform)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  

  1차 보건의료체계가 발달한 서유럽 국가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대개
인구 20~30만 단위로 서비스 지역 (catchment area)를 선정하고 지역정신
보건서비스 (area mental health services)라고 명명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McClelland et al, 2000; McCulloch et al; 

2000). 주립정신병원을 성공적으로 축소하면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을 발전
시키고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일반보건체계와 성공적으로 접목하는 등 세
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호주의 경우 , 인구집단의 3% 내
외에 해당하는 중증 만성정신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병원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연속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가동 중이며 , 각 지역마다 아동 , 

성인 , 노인정신보건시스템을 표준화 하고 있다 (Whiteford et al, 2002).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각 주마다 서비스 표준화 지침 (standardized 

service guideline)을 통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2004; State of Nova Scotia, Canada 2002).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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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개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 2006년 기준 , 

전국적으로 전체 시군구의 70.6%에 해당하는 165개의 정신보건센터가 운
영되어지고 있다 . 하지만 기본적인 포괄적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모델
형 ’ 정신보건센터는 65개소 (27.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서동우 등 , 

2006).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2005),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정
신보건발전을 위한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4개년 목표
중 하나로서 2008년까지 서울시 25개 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정상혁 등 , 2004).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국가 정
신보건정책 목표가 센터 수의 확대 등과 같은 양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 조
직망을 확대해 나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또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중요한 주체가 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해
야 하는 중점 과제와 목표의 제시가 미약하며 , 비록 활자로 제시되어진다
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예산 조달을 위한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정신보건센터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나 센터 운영 주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분명 외국과 다른 보건의료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 사회 경제
적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 우
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역할 및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하며 , 이제는 양적 팽
창과 더불어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 비록 정신보건법 (법제처 , 2006)과 정신보건사업안내가 있기는 하지
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발전방



-3-

향에 대한 확고한 국가적 방침이나 정책목표가 정해져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면서 공공정
신보건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공정신보
건서비스 주체인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표준적 업무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전반적 정신보건환경과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 현황

및 지역적 특성(도시,농촌)을 고려하여,정신보건센터의 표준적 서비스체
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정신보건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현재 수행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 우선순위(상대비중)를 파악한다.

둘째,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우선순위를 근거로 정신보건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미래지향적 전략적 강화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
화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각각의 단위 사업별 업무수행방식의 중요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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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45명을 선
정하여 델파이(delphi)설문을 진행하였다.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경험
은 정책 연구자로서,행정가로서,실행자로서의 경험을 포괄하였다.연구대
상자의 지역별,직위별,직역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지역 배분은 정신보건센터의 지역분포에 입각하여 비율에 맞춰 선정
하였으며 중앙으로 분류한 것은 현재 조사대상자가 ‘중앙정신보건사
업지원단원’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조사대상자가 지역정신보건사
업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인 경우에는 중앙으
로 분류하였다.

나.직위는 보건소장,정신보건센터장,정신보건센터 팀장으로 분류하였
고,기타로 분류된 부분은 학계 전문가,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
원단,정신보건센터가 아닌 정신보건시설(예,사회복귀시설)의 전문가
를 의미한다.

다.직역은 정신과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로 분류하였고,기타로 분
류된 부분은 정신보건전문가가 아닌 직역을 의미한다.본 조사대상자
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기타로 분류되었으며 대개 보건소
장이 이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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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지역별로는 경기도
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10명),광역시(8명)순이었다.
직위별로는 정신보건센터장이 17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직위
는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직역별로는 정신과 전문의가 19명(42.2%)으로
제일 많았고 이는 조사에 응한 모든 정신보건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것
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연구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직위 및 직역별 특성

지 역
직 위 직 역

계보건소
장

정신보건
센터장

정신보건
센터팀장 기타 정신과

의사 간호 사회복지 기타

중 앙 0 0 0 6 2 2 2 0 6

서 울 3 2 4 1 2 2 3 3 10

경 기 4 5 4 2 5 3 3 4 15

광역시 1 5 1 1 5 0 1 2 8

기타
시도 1 5 0 0 5 0 0 1 6

계 9 17 9 10 19 7 9 10 45

222...조조조사사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델파이(delphi)기법을 활용하였다.이 방법은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수회
에 걸쳐 피이드백(feedback)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며 전통



-6-

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기법이며,최근 들어서는 보건
분야 연구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 방법의 장점은 계량적인 접근 방
법의 한계를 전문가들의 지식과 판단력을 활용하여 예측,결정함으로서 미
래의 목적,목표 및 행동과정에 대한 집단의 의견을 근접시키는데 유효하
고 더 나아가 의사결정을 위한 정부와 전문가 사이의 정보교환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강영호 1998,Adler,Ziglio,1996).

333...조조조사사사 도도도구구구 :::델델델파파파이이이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본 조사에서 사용한 델파이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부록 참조).

가.1차 조사

1)문항 1:지역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전반적 방향성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까

운 미래의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기존의 만성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체계의 완성도 향상,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 최근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정신보건서비스 영역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 방향성을 객관식으로 질문하였다.

2)문항 2:단위사업별 업무 비중 및 우선순위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단위 사업을 전문적 정신보건서비스 영역,1차 정

신보건서비스 영역,예방 및 증진 영역,기획 및 연구 영역으로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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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영역을 중증정신질환,소아청소년,노인정신보건 등의 세부 영역으
로 나누어 제시한 뒤 각 영역과 세부영역에 대한 업무비중을 현재와 바람
직한 미래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이를 통해 우선순위의 변화 방향 및 정
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문항 3:업무수행방식의 중요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수행방식의 정의를 제시하고,각각의 단

위사업별로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수행방식을 0점에서 5점의 척도
로 질문하였다.이를 통해 전체 정신보건서비스 스펙트럼에서 정신보건센
터가 표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수행방식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나.2차 조사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1차 조사 문항을 반복 설문

하였다.또한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결과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집단프
로그램,약물치료,알코올 중독관리,노숙인 정신보건사업 등에 대한 추가
객관식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444...조조조사사사 단단단계계계

본 델파이 조사는 약 4개월에 거쳐 모두 3단계로 진행되었다.

가.기초 자료조사 및 델파이 설문지 작성
전국정신보건센터의 운영현황과 단위 업무 당 인력 및 예산비중,정신

보건센터 직원의 직무분석 조사결과(이명수,2007)및 정신보건사업안내(보
건복지부,2006),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서동우 등,200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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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였고,호주,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델파
이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나.1차 델파이 설문조사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전반적 방향성,업무 영역 및 상대비중을 통한 우

선순위,업무 수행방식의 중요도에 대한 일차 설문을 수행하였다

다.2차 델파이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 결과와 2차 설문을 전문가들에게 e-mail발송하였고,팩스

나 e-mail로 회수하였다.연구자의 판단에 의거,1차 조사결과 나타난 결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질문을 시행함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55...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표준적 서비스
표준적 서비스는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구축되어져야 하는 당위적 서비스 체계로 정의하였으며,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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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표준적표준적표준적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체계체계체계체계 표준표준표준표준 평가평가평가평가 체계체계체계체계

지역 특성에 근거한

특화 서비스 체계

Best Practice

표준적표준적표준적표준적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체계체계체계체계 표준표준표준표준 평가평가평가평가 체계체계체계체계

지역 특성에 근거한

특화 서비스 체계

Best Practice

그림 1.표준적 서비스 체계 및 평가체계 도식

나.1차 정신보건서비스 (primary mentalhealth)서비스와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mentalhealthpromotionandprevention)

정신건강증진(mentalhealthpromotion)은 1차,2차,3차 예방의 개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전문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정의
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안내(2006)에는,정
신보건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하는 공적기
관으로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시설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는,“만성중증정신질환자관리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위
험인구와 일반인구를 위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2001)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공공보건서비스의 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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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편적,선택적,지시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의 연속선상의 개념을 가지고,
-보건 이외의 부분과의 협동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정신건강의 향상 및 정신질환의 예방(개인적,사회적 비용의 감소)이라
는 목적 달성을 위한,일련의 서비스 전략을 말하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불평등,교육 불평등 고용환경 및
주거환경 향상 등의 구조적 장애물 감소 전략이 필히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정신건강증진 Matrix로 표현하면 표 2와 같다.

표 2.정신건강 증진 매트릭스(matrix)

보편적(전체집단) 선택적(취약집단) 표적(고위험인구)
개 인 A B C
지역사회 D E F

    A.정신건강 향상
-정보 취득 능력 향상 및 건강행동방식으로의 변화

B.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스크리닝 및 연계 체계 활성화를 통한 조기발견,조기치료

C.정신질환 조기발견,조기치료 및 적절한 재활 서비스 활용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한 비용 감소
-회복과정 공유를 통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향상

D.정신건강 환경 조성
-편견 감소 및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회지지체계 형성
(교육,주거,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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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구조 속에서의 정신보건 시스템의 역할 상승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계몽 활동

F.치료 및 재활 네트워크 구축
-일차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이용률 상승
-전문적 정신보건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강화
-치료율 향상과 재발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A,D,E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방 및 증진사
업으로,B,C,F에 해당하는 사항을 1차 정신보건서비스로 정의하였다.

1)일차정신보건서비스 (Primarymentalhealthservice)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현재 ‘일반상담’의 형태로 다양한 정신문제에 대한

상담,정보제공,연계활동을 하고 있다.본 조사에서 정의하는 1차 정신보
건서비스는 이와 같은 일차적 사정,상담,연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
의하였으며,또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치료율을 높
인다는 측면에서 1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이후의 지속적 상담,
프로그램 제공,치료연계 활동까지 포함하는 스크리닝은 1차 정신보건서비
스로 정의하였다.만성중증정신질환이 아닌 우울,소아청소년 질환,노인성
정신질환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사례관리는 1차 정신보건서비스
로 정의하였다.

2)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mentalhealthpromotion& prevention)
지역주민과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계몽 활동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등 긍정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행사 활동,그 외 1
회성 선별 검사 행사 등을 예방 및 증진서비스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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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영역의 기본 틀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논리와 기존에 공통적 혹은 선택적으로 수
행되어지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업무 수행 현황을 기반으로,서비스 영역을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우울증 등의 고유병
질환,소아청소년 및 노인정신질환 등에 대한 1차 정신보건서비스 영역,일
반주민 및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증진영역,기타 기획 및 조사
연구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영역과 단위사업

영영영 역역역 대대대 상상상 단단단위위위사사사업업업 영영영역역역
전문적 정신보건서비스 환자군 만성정신질환 관리사업

SpecializedMentalHealthService 초기정신질환 관리사업

1차 정신보건서비스 고위험군 우울증 관리사업

PrimaryMentalHealthService 환자군 노인 정신보건사업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코올중독 정신보건사업

예방 및 증진 일반주민 예방 및 증진사업

Prevention/Promotion 위험군 정신건강환경 조성

정신보건 기획 및 연구조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획

Planning& Research 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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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정의는 표 4와 같다.일반상담
은 정신보건센터에 사례로 등록되기 전 수행되어지는 상담 서비스를 말하
며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일시적 카운슬링 및 기관 소개 등의 업무를 의
미하며 전문적 상담은 사례 등록 후 개별 서비스 계획에 준하여 지속적으
로 제공되어지는 상담서비스를 의미한다.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응급
관리는 응급상황에 대한 직접적 치료서비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현실적
여건 상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직 약물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
방법 사용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응급관리는 입원 및 외래 치료 연계 등의 응급시스템 요소를
주로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지역사회 조직 및 유지관리는 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표 4.정신보건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정의

업업업무무무 수수수행행행 방방방식식식 정정정 의의의
일반상담과 정보제공 사례 미등록
전문적 상담 (방문,전화 및 내소상담) 사례 등록 후 개별서비스 계획에 의한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등록회원 대상 주간재활,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교육 가족 및 지역 내 보건복지 관계자 교육
응급관리 응급 사례관리 /입원연계 등
투약진료 임상치료 기능
지역사회 스크리닝 개별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 조직 및 유지관리 자원탐색 및 개발,기관방문,간담회 활동 등
홍보 관리 캠페인,인터넷,방송,지면 광고 등
행사 이벤트 및 주민 건강강좌,일회성 집단 스크리닝
지역조사 지역사회 진단 및 기타 연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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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센센센터터터 사사사업업업 방방방향향향성성성

본 조사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 사업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질문은 아래와 같았으며 그것에 대한 1차,2
차 응답 결과는 표5,그림 2와 같다.

① 중증정신장애인 중증정신장애인 중증정신장애인 중증정신장애인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성장성장성장성장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직도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정신보건 기획기능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스펙트럼의 서비스 체계를 스스로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업 확장은 미  

   루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②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성장성장성장성장, , , ,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 > > >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영역에 영역에 영역에 영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률성장률성장률성장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스펙트럼의 일부 기능을 관련 기관 확보 등의 전략을    

   통해서 이양하고 다른 영역의 사업전개가 필요하나, 주 사업은 중증정신질환   

   자 관리사업이어야 한다. 즉,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는 감소하더  

   라도 질적 측면의 성장(예: 기획 및 사례관리 강화)을 위한 지속적 투입은 필  

   요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성장성장성장성장, , , ,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 < < <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영역의 영역의 영역의 영역의 성장률성장률성장률성장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은 유지하되 전체 사업에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정신건강증진, 소아청소년, 노인정신보건사업 등이 강   

   화되어야 한다. 즉, 영역확장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투   

   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 

④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성장성장성장성장, , , ,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사업 사업 사업 사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감소감소감소감소

   중증정신질환 서비스는 양적으로도 감소되어야 하고 상대비중도 감소되어야   

   하며, 감소된 예산과 인력은 기획 및 정신건강 증진, 소아청소년 및 노인정신  

   보건 사업 등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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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 사업 사업 사업 방향의 방향의 방향의 방향의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전환전환전환전환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의 대부분의 기능은 사회복귀시설 등으로 이양되어  

   야 하며 정신보건센터는 기획, 예방 및 증진사업에 집중하여야 한다. 

                

표 5.정신보건센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응답 결과

1차 2차

답안 빈도 % 빈도 %
1 1 2.2 0 0
2 22 48.9 22 48.9
3 16 35.6 18 40.0
4 3 6.7 2 4.44
5 3 6.7 3 6.7
계 45 100 45 100

질문 1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1차와 2차 조사의 최종결과에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8명(18%)의 응답자가
1차 때와 다른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최종 결과를 보면,조사대상자의 약 49%가 전반적 성장이라는 전제 하

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사업의 성장이 다른 영역의 성장보다 앞서야 한다
고 응답하였고 40% 에서는 전반적 성장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영역의 성장
이 만성중증정신질환자보다 앞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카이제곱검정 결과,지역별(p>0.05),직역별(p>0.1),직위별(p>0.1)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그룹을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
과 전문의가 아닌 그룹으로 분류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시도한 경우에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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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정신보건센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1,2차 응답 결과 비교

222...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센센센터터터 사사사업업업의의의 상상상대대대비비비중중중 (((현현현재재재 및및및 바바바람람람직직직한한한 미미미래래래)))

표 6과 그림 3,4는 정신보건센터의 영역별 상대비중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보다 가까운 미래에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서
비스 영역 상대비중이 감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1차 정신보건서비스
영역과 예방 및 증진영역,기획 연구 영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세부 영역별로 보면,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현재
대비 14.1포인트 정도 감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 및 증진사업
도 미세하기는 하지만 감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그 외의 모든 영역
에 대해서는 미래 사업비중이 현재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대비 상대비중의 증감을 감안한 상태에서 살펴보면,중증정신질환

관리 영역이 37.6%로 1차 정신보건서비스 영역(36.6%)보다 큰 상대비중을
보이고 있었으며 세부 영역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소아청소년,
예방 및 증진사업,초기정신질환자 관리사업,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의
순이었고 알코올중독관리사업은 현재와 미래에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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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영역별,단위사업별 상대비중 (단위 :%)

바람직한 미래

영역 단위사업영역 현재 현재대비
증감 미래 순위

중증정신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41.2 -14.1 27.1 1

질환관리 초기(초발)정신질환자 관리 6.1 +4.4 10.5 4

소계 47.3 -9.7 37.6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1.6 +1.6 13.2 2

1차 우울증 및 자살예방 7.8 +2.0 9.8 5

정신보건 노인 정신보건사업 4.8 +1.1 5.9 7

서비스 알코올 중독 관리사업 4.7 0 4.7 9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0.7 +0.8 1.5 11
기타 취약계층(새터민 등) 0.9 +0.6 1.5 11

소계 30.5 +6.1 36.6
예방 및 예방 및 증진 사업 11.5 -0.7 10.8 3
증진사업 산업정신보건 (직장인 대상) 1.5 +1.1 2.6 10

소계 13.0 +0.4 13.4
기획 지역정신보건사업 기획 5.2 +1.9 7.1 6

연구 조사연구 4.0 +1.3 5.3 8
소계 9.2 +3,2 12.4

합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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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단위사업별 상대비중의 변화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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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단단단위위위사사사업업업별별별 업업업무무무수수수행행행방방방식식식 중중중요요요도도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단위사업별 업무수행방식의 상대적 중요도는 표 7과
같다.이는 전체 정신보건서비스 스펙트럼에서 단위사업별로 정신보건센터
가 담당해야 할 시스템 상에서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도는 0-5점 사이에서 매겨졌으며 5점이 가장 중요한 업무수행방식
이며 0점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수행방식을 의미한
다.표 7에 업무수행방식의 중요도에 대한 중앙값을 제시하였다.

표 7.단위사업별 정신보건센터 업무수행방식의 상대적 중요도 (중앙값)

업무수행 방식

단위사업영역 일반
상담

전문
상담

집단
프로
그램

교육 응급
관리

투약
진료

스크
리닝

지역
사회
조직

홍보 행사
지역
사회
진단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3 5 3 4 4 0 3 4 4 2 3

초기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4 5 2 4 4 0 4 3 4 2 3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4 3 4 2 0 4 4 4 2 3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관리사업 4 4 3 4 5 0 4 4 4 3 3

노인 정신보건사업 3 3 2 4 2 0 4 3 3 2 3
알코올 중독 관리사업 3 3 1 3 3 0 3 3 3 2 3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2 3 1 2 3 0 3 3 2 1 2
산업정신보건사업
(직장인 대상) 3 2 1 3 1 0 3 3 3 2 2

지역정신보건서비스는 일련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져
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관련 기관 자원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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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갖추어야 한다.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표준업무수
행방식은 이러한 포괄적 지역사회정신보건 스펙트럼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기초한 것이다.
표 7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서 5점을 최우선 업무수행

방식으로,4점을 우선업무수행방식으로 놓았을 때의 결과를 표 8에서 제시
하였다.

표 8.중앙값에 근거한 최우선 업무수행방식과 우선업무수행방식
업무수행 방식

대상영역 일반
상담

전문
상담

집단
프로
그램

교육 응급
관리

투약
진료

스크
리닝

지역
사회
조직

홍보 행사
지역
사회
진단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 ○ ○ ○

초기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 ● ○ ○ ○ ○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 ○ ○ ○ ○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관리사업 ○ ○ ○ ● ○ ○ ○

노인 정신보건사업 ○ ○
알코올 중독 관리사업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산업정신보건사업
(직장인 대상)

● :최우선 업무수행방식,○ :우선업무수행방식

표8의 결과를 표4에서 제시한 정신보건서비스 업무수행방식의 정의에 입
각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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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정신보건센터는 초기정신질환자,우울증 등의 고유병 정신질환,소
아청소년,노인정신질환에 대한 스크리닝,일반상담 및 정보제공을 우선
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전문적 치료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정신보건센터는 만성정신질환자 및 초기정신질환자,즉 중증정신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관리능력을 갖추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하며,우울증 및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관리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자원으로부터 연결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서
비스 제공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정신보건센터는 만성정신질환,초기정신질환,소아청소년,우울증

및 자살,노인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및 자문체계를 구축,시
행해야 한다.
넷째,정신보건센터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응급관리능력 함양을 통한 적

절한 개입과 지역 사회 응급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만성정신질
환자 및 초기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야 한다.
다섯째,정신보건센터는 만성 및 초기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우울증,노

인,알코올 중독 등의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활동 및 유관
기관 조직활동 등을 통하여 인식개선 및 다양한 사회자원의 참여를 유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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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기기기타타타 단단단위위위사사사업업업별별별 업업업무무무수수수행행행방방방식식식 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집단 프로그램

1차 델파이 설문 조사결과 나타난 집단프로그램의 업무 중요도는 전체
적으로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평균값을 보면 만성정신질환자
(3.31),소아청소년(3.38)이 가장 높게 나왔고,다빈도 순으로 보면 만성정신
질환의 경우 3점과 5점이 같은 빈도로 나왔으며,다른 영역은 대개 3점 이
하의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중앙값은 만성정신질환,초기정신질환,소아청
소년,우울증이 3점으로 같았고 다른 영역은 모두 2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2차 델파이 설문에서는 1차 결과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1차

델파이 설문을 반복함과 동시에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설문을 수행하
였다.그 결과를 보면 우선 1차 델파이 설문에 대한 반복질문에 대해서 전
체적으로 1차 조사와 비교해서 평균값과 중앙값이 하향 분포하는 결과를
보였다.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34명이 “센터가 만
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상시화 할 필요는 없다.지역
내에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귀시설과 차별화된 집단프로그
램을 프로그램 단위로(주간재활센터가 아닌)구성하고 운영하며,단,사회
복귀시설이 없는 경우 좀 더 포괄적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다. 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응답
하였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기타 가용 자원
이 풍부한 서울 지역에서 집단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
내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추가적인 질문에 대
한 결과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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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정신보건센터에서의 집단프로그램의 방향성

  ①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집단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영역   

     이며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등록시켜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   

     타 영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상시화 할 필요가 없   

     다. 지역 내에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귀시설과 차별화된 집   

     단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단위로(주간재활센터가 아닌) 구성하고 운영하며,    

     단,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경우 좀 더 포괄적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복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센터는 포괄적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  

     영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차별화된 집단프로그램만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어떤 종류의 집단 프로그램도 지양하여야 하며 기획, 예방, 조기발견,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나.약물 치료
   1,2차 델파이 설문에서 유일하게 모든 단위사업영역에서 업무수행방식
의 중요도 점수 중앙값 0점을 기록한 것이 약물치료이다.최빈값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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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0점이었으며,평균값을 살펴보면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0.8),노숙
인정신보건(0.73), 초기정신질환관리사업(0.64)의 순이었고 산업정신보건
(0.11)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2차 설문 시 약물치료
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본 추가설문의 결과 67.4%의 전문가는 일시적,제한적인 약물치료가 필

요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정신과 전문의의 61%,비정신과 전문의 그룹
의 80%는 어떤 형태로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카이제곱 검
정결과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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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약물치료의 방향성

  ① 어떤 경우에도 약물치료는 해당 업무영역이 아니다.

  ② 일시적, 제한적 약물치료 가능 - 영세민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지지체계는    

     없거나 열악하고, 환자의 병식(病識)이 없어서 외래는 거부하고, 강제입원   

     을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하며, 증상이 완화되면서 순응도가 좋아지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

  ③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센터장) 처방 하에 지역 내 중증정신질   

     환자에 대한 내소 및 방문 약물 치료 

  ④ 정신분열병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영세민 대상으로 약물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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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코올 중독 관리사업

본 조사 결과 알코올 관련 사업은 사업비중(9위)과 업무수행방식의 중요
도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얻고 있었다.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특성상
지역사회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과 함께 정신보건센터의 인력 및 재원부족
등이 원인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지역사회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만
큼 정신보건센터가 해야 하는 기본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2차
델파이 설문 시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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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알코올중독관리사업의 방향성

  ① 알코올 상담센터의 업무가 되어야 하며 알코올 상담센터가 확보될 때까지   

     지역서비스는 어렵다. 

  ② 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없는 경우, 여러 업무방식 중 지역 내 알코올 중   

     독관련 일반상담, 정보제공 및,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   

     비스 등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사업화 할 수 있다.  

  ③ 문제의 크기가 큰 만큼, 지역에 알코올 상담센터가 없는 경우 보다 포괄적   

     인 업무체계를 기본사업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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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노숙인 정신보건사업

본 조사결과를 보면 노숙인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상대비중(11위)과 업무
수행방식의 중요도는 모두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2차 설문 시 수행
한 추가설문 결과는 그림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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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정신보건센터에서의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방향성

  ① 지역 내에 일정 수 이상의 노숙인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사업화 해야 하며,   

     서비스는 스크리닝, 상담, 사례관리, 연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체계여야 함.

  ② 지역 내에 일정 수 이상의 노숙인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사업화 해야 하나,   

     서비스 영역은 지역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노숙인에 대하여 일        

     반상담, 정보제공, 전문상담 정도를 제공하면 된다. 

  ③ 지역 내에 일정 수 이상의 노숙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정신보건센터 사업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단 쪽방, 고시원 등 보다 안정적 주거지   

     가 확보된 경우에는 일반 정신질환자에 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사업체계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로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체계에 편입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7-

IIIVVV...고고고 찰찰찰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방향성(what)은 최근 모든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이다.관심이 많다는 것은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혼
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또한 국내의 정신보건
환경을 고려한 업무수행방식(how)역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바람직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본 연구자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
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된 지 13년째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방향
성과 구체적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미래지향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고,이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서양의 정신보건은 기본적으로 정신병원의 폐쇄 혹은 축소를 전제로 이

를 지역사회 시설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즉,만성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라는 궁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역정신보건사업이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대개의 국가는 지역정신보건센터로 하여금 하나의 임상기관으
로서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혹은 돌봄(care)서비
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으며,소아청소년,노인 등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체
계와 일반인과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영역은 독립적이지만 연속적인
모델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초기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사업은 지역

내의 만성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왔으며,
2007년 시행한 지역정신보건센터 현황 조사 결과,아직도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의 비중이 센터 전체 사업비중의 50%에 이르고 있을 만큼 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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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는 여전히 높다.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GDP대비 보건비용의 비율,전체 보건비용에서 정신보건이 차지하
는 비율 등,비용 투입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5-20% 정도
의 수준(이영문,2006)에 머물고 있다.특별기금으로 조성된 지역정신보건
사업 예산도 2006년 약 340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다.한 가지 긍정적인 부
분은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긴 하지만,동
시에 정신병상 수도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연도별 정신병
상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던 시점인 1996년의
42,358병상에서 10년 후인 2006년에는 79,131병상으로 증가하였다(서동우
등,2006).최근의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어 6만 병상에서 7만 병상으
로 증가하는데 약 4년의 시간이 걸렸다면,7만 병상에서 거의 8만 병상에
이르는 시기는 약 2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즉,외형상으로 보자면 지역정신보건사업의 발전과 병상증가가 동시에 일
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체계의 분절현상은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정책적

일관성의 부족,다원적 예산 및 기금 운용 체계,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와
소비자 집단의 도덕적 해이,정신보건전문가 집단의 합의 부족 등 여러 가
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본 고찰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다룰 수
없지만 이러한 모순적 현상이 본 연구의 주제인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방향
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생각해 볼 수 있다.즉,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왔으나 여전히 만성정신
질환관리에 대한 국가지표(예:인구 당 병상 수,평균재원기간 등)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동시에 자살율 증가,국가 차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건
강 검진사업 시행 계획 수립,노인 치매,알코올 중독,인터넷 중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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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국가차원의 새로운 투입
은 제한된 상황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그 추진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
에,역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방향성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참고로 정신보건센터들이 설치되
면서 수행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보면,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청소년 비행,노인치매,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한 요구
도가 정신병 관리에 대한 요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서울시 강남
정신보건센터,1995;수원시 정신보건센터,1996;성남시 정신보건센터,
1998,용인시 정신보건센터,1999).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향후 바람직한 정신보건사업

전개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의 미래지향적 사업 방향성을 설정해 보고자
하였으며,동시에 국내의 정신보건환경을 고려한 표준적 업무수행방식을
정하고자 하였고,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측조사의 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델파이 기법은 그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적 대상자인 소비자 집단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소비자 요구도 조사에 근거한 우선
순위의 조정은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11...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센센센터터터의의의 사사사업업업 방방방향향향성성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구의 증가와 제한된 투입,기타 정치
적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정신보건센터의 사업 방향성은 혼란기를 거치고
있고 이에 대한 방향성과 우선순위의 선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시행한 사업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1,2차에 걸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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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즉,50%에 이르는 응답자는 다른 영역의 사업
전개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중증정신질환자 위주의 사업전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40%에서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양적인 상
태를 보존하는 전제 하에 다른 영역의 성장률이 점차 더 커져야 한다고 응
답하였다.1,2차 조사 결과의 최종 수치는 거의 대동소이하나 세부적으로는
8명이 1차 때와 다른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1번에서 2번으로-1명, 2번에
서 3번으로-2명, 3번에서 2번으로-1명, 3번에서 4번으로-2명,4번에서 3
번으로-2명)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1차 조사에서 2번으로 응답
했다가 2차에서 3번으로 변경한 응답자의 경우,‘정신보건센터가 지역의 정
신건강을 책임지는 보다 포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그래서 중
증정신질환보다 다른 영역의 성장률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었고,3번에서 4번으로 변경한 경우는 ‘중증정신질환
자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서비스는 사회복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었다.하지만 대부
분의 경우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변경 사유는 분석할 수 없었
다.

222...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센센센터터터 단단단위위위사사사업업업의의의 상상상대대대비비비중중중 (((현현현재재재 및및및 바바바람람람직직직한한한 미미미래래래)))

전국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단위사업별 예산,사
업,인력 비중을 표 9에 제시하였다.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업 및 예산 인
력비중이 제일 높았으며,다음으로 소아청소년,우울증,노인,알코올의 순
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현재 시점에서의 단위사업별 상

대비중 순위는 표 9의 현황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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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미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순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이 현재 사업비중 4위에서 미래의 5위로,초기정신질환관리
가 5위에서 4위로 맞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표 9.전국정신보건센터 단위사업별 예산,사업,인력 비중 단위 :%

 * 인용 : 이명수. 전국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조사, 미발표자료, 2007 

단위사업별 상대비중에 대한 결과를 정신보건센터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
한 설문 결과와 연결해 보면,“정신보건센터는 만성정신질환을 포함하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의 질적 향상과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다른 영역의 사업비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다른 영역은 ‘일반적
으로’소아청소년,우울 및 자살예방,노인 정신보건의 순서로 우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지역적 특이성이 분명할 경우 바뀔 수 있음을

전제한다.인구구조를 예로 든다면,통계청 자료(2006)에서 65세 이상의 노
인인구가 15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인구보다 더 많은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86곳(37%)에 이르고 있으며,이 지역에서의 노인정신보건사업 우선순위가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하기 힘들
것이다.

중증정
신질환

소아
청소년

우울증
예방 노인 알코올 노숙인 자살 자활 직장정

신건강
지역사
회조직

예산비중 49.0 12.1 4.8 4.5 1.4 0.1 2.3 1.7 1.0 20.6

사업비중 46.3 14.1 6.9 5.5 2.1 0.5 3.8 1.9 1.3 16.9

참여인력 2.7 0.8 0.4 0.3 0.2 0.0 0.2 0.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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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단단단위위위사사사업업업별별별 업업업무무무수수수행행행방방방식식식 중중중요요요도도도

서양의 지역정신보건시스템이 ‘대체제’와 같다면 우리나라의 그것은 ‘보
완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는 예산출
처도 기존의 보건의료예산과 다르며,중앙정부차원에서는 아직도 증진기금
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약물치료가 빠져있고 서양과 비교하자
면 입원치료기관과 지역사회는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현재 시점에서 지역정신보건서비스를 다 제외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활서비스의 다양성은 감소하겠지만 기본적인 치료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즉,우리나라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는 의료기관 중심의 기본
적 치료서비스에 덧붙여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시키는 보완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 의료체계를 고

려한 전체적인 정신보건 스펙트럼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캐나다 캘거리의 정신보건 3개년 계획(2005)에서 언급된 지속적 관리

(continuum ofcare)의 개념에서는,정신보건 서비스 스펙트럼을 ‘정신건강
예방/증진 -사례관리/조기개입 -응급서비스 -급성기 치료 -일차의료
-특수집단치료 -재활 및 지원’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인,노인 영역별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 스펙트럼에서 입원치료를 제외한,지역사

회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업무수행방식을 정의하였고(표 4),단위사업영역
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책임져야 하는 업무수행방식의 중요도를 측정함으로
서 우선 업무수행방식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표 8에서 제시된 업무수행방식의 중요도를 단위 사업영역별 표준 업무수

행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며,향후 이를 정신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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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업무지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소아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는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스크리닝 등의 조기발견체
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의뢰체계(referralsystem)를 활
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
다.또한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채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및 일반적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상담
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된 의
료기관과의 치료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센터는 일반상담 제공 과정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병의원 치료연계와 더불어,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통하여 수립된 다
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또한 소아청소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자문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나.우울증 관리 및 자살예방

정신보건센터는 우울증 등의 고유병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역사회 스크리
닝 등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지역사회 내의 의뢰체계
(referralsystem)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또한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근성
이 양호한 채널(예:1577-0199)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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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일반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일반상담 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
한 경우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된 의료기관과의 치료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보건센터는 반복성 우울장애,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

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자살 고 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하여
지역 내에 자살 고위험자를 응급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경찰 및 구급대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조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 . 중증 정신질환 관리

      정신보건센터는 초기 정신질환에 대한 스크리닝등의 조기발견체계를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또한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채
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및 일반적 상담
을 제공하여야 한다.일반상담 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조
직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된 의료기관과의 치료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서비스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
해야 한다.초기(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는 재발방지를 최
우선 목표로 해야 하며,개별화 된 재발방지 계획(relapse prevention
strategy)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센터는 만성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지역 내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 및 등록 관리를 활성화 해
야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관할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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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는 일관된 접수창구(triage)를 확보,유지해야 한다.또한 접
근성이 허용되는 지역 내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잠재적
소비자를 발굴등록하기 위한 연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양질의 전문적 사
례관리서비스를 통해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응급전
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경찰 및 구급대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자문활동,지역사회조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라.노인정신보건

정신보건센터는 노인 정신질환(우울,자살,치매 등)에 대한 스크리닝 등
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또한 지역사회 내의 의뢰체계
(referralsystem)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
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채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및 일반적 상담을 제
공하여야 한다.일반상담 후 의학적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조직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과의 연계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병의원 치료연계와 더불어,선택적으로 전문적 사례관리 서
비스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다.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통하여 수립된 다
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며,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자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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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기기기타타타 단단단위위위 사사사업업업 및및및 업업업무무무수수수행행행방방방식식식 이이이슈슈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집단 프로그램

최근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중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이슈
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지역사회의 자원분포 등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안내(2007)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의 필수사업 영역에 주간보호(daycare)와 직업재활 등의 집
단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지역의 낮병원이나 사
회복귀시설이 있는 경우 사업여부 및 사업량이 조절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다.전국정신보건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보면,전국 70개 정신보건센터
중 이용가능한 사회복귀이용시설이 지역 내 없는 경우가 42.9%에 이르고
있었으며,80%의 센터가 이용가능한 입소시설이 지역 내 없었으며,주거시
설의 경우 68.6%의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내 연계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수행방식 중요도는 대체로

중간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만성정신질환자 대상으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31점의 중요도(중앙값 3점)를 보이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에서는 평균
3.38(중앙값 3점)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 사회복귀 이용시설의 민간 유인책이 취약하고,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낮병원은 수가정책의 한계 및 무료제공의 공공서비스와
의 경쟁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감
소 혹은 표준업무방식에서의 제외는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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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필요수요량에 근거한
사회복귀이용시설의 설치는 지역 내 기관 간 협력체계에 근거한 포괄적 서
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우선순
위에 근거하여 정신보건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가져나가
고,중앙정부 및 시도는 투입에 대한 부분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적극적
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또한 정신보건센터는 대상자에 따른 목적
과 효과성이 명확한 프로그램을 개별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입각하여 제공해야 하며,환자 자조모임과 동아리 활동 등은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겠다.정신보건센터 운영현
황 조사 결과(2007)를 참고하면 이미 전국 정신보건센터의 86%에서 1곳
이상의 종합복지관과 서비스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약물치료

OECD 국가들이 추구하는 지역정신보건시스템은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
서 약물치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그중에서도 호주
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공공정신보건시스템의 일부인 ‘지속관
리서비스 팀(continuingcareteam)’에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사
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외래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실제로 호주
빅토리아 주의 정신과 병원에서는 단기 입원기능만을 수행하며,외래기능
은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서구의 보건의료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민

간의료체계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예산지원체계가 다른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약물처방은 민간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구조적으로도 의료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약물처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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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호주의
‘지역사회 치료명령제,CommunityTreatmentOrder,CTO’미국의 ‘외래치
료명령제,OutpatientTreatmentOrder'라는 법적 제도는 반복적인 치료
불 순응자의 재발을 막음으로서 재입원률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지역사회 사례관리팀은 대상자 중 전혀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국가에 이 제도의 적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주사하거
나 정신과 의사의 처방대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이 제도의 근본적 취
지는 입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치료를 성공하기 위함이
다.CTO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Vaughanetal,2000)에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적용한 CTO는 대상자의 재입원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팀은 치료에 비협조적인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입방법을 가질 수 없다.설득하다가 안 되면
대부분 강제입원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우리나라의 보호의무
자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88.2%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서동
우 등,2006)배경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방법의 부재가 한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여전히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약물치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중앙값과 최빈값 모두 0으로
나타났고 평균값도 모든 단위사업영역에서 1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2차
조사에서 실시한 약물치료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28%의 응답자가
약물치료가 정신보건센터의 기본업무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며 67.4%
에서는 제한적 형태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2명은 서구와
같은 형태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즉 대다수의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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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계가 없거나 열악한 영세민 정신분열병 환자 중,병식(病識)이 없어
서 적절히 치료에 연계되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일시적
약물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단 우리나라 의료체계
의 특성상 정신보건센터의 약물치료는 일반 외래치료기관의 그것과는 차별
화되어야 한다.즉,환자의 순응도가 개선이 되면 바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외래치

료명령제’(김춘진,2007)도입 역시,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 전
략을 동반하지 못하는 한 그 실효성은 높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알코올 중독 관리사업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의 문제의 크기는 그 어느 정신질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국가정신질환 역학조사(이충경 등,2001)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15.9%로서 기분장애(4.6%),불안장애(8.8%),정
신병적 장애(1.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치료율은 불과 1.6%
에 그치고 있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파랑새 플랜 2010’(2006)을 발표하여 절주 및 알코올 사용 장
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2010년까지 알코올 상담센터를 현재의 30
개소에서 전국적으로 100개소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정부 및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관리대책 방향성이 정립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신보건센터 역시 뚜렷한 업무 방향성을 세우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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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자연스
럽게 사례관리의 책임이 나누어 질 수 있다,하지만 알코올 상담센터가 없
는 지역은 알코올 의존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국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이명수,2007)을 보면,알코올
중독 관리사업은 전체 사업비중의 2.7%,예산비중의 1.4%를 차지하고 있
고,평균 0.2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본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알코올 중독관리사업의 현재의 비중은 전체 사업비중의 4.7%
에 머물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미래에도 정신보건센터의 알코올
관련 사업은 그 정도의 비중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즉,실
제 사업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소견 역시 정신보건
센터에서의 알코올 중독관리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과연 정신보건센터에
서 알코올 관련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알코올상담
센터는 앞으로 계획대로 설치되어 지는 것인지 아닌지,설치된다면 우리지
역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 전반적인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 알코올 상담센터가 지역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30곳에 이르

는 만큼 모든 정신보건센터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업무수행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정신보건센터가 지역 내 정신건강의 일차적 책임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 업무 영역은 정의되어 질 수
있다.즉,조사대상자의 56%(25명)가 지지한 의견,“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
가 없는 경우,여러 업무방식 중 지역 내 알코올 중독관련 일반상담,정보
제공 및,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등 일부에 대해서
는 기본사업화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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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노숙인 정신보건사업

본 조사 결과 노숙인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상대적 업무비중은 최하위권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2차 조사 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30% 정
도에서만 포괄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하지만 86%의 응
답자는 최소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즉,노숙인의 특성 상
거주 안정성이 희박한 만큼,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지역 책임성을 근간
으로 하는 지역정신보건센터보다는 광역형 서비스 체계에서 노숙인의 문제
를 다루고,보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확보된 노숙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일반 정신질환자에 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동
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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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된 지 13년째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신보건센터의 방향성을 재조명하고,바
람직한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델파이 기법을 사용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정신보건센터는 향후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더불어 소아청소년,우울증,자살,노인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점차
강화해야 한다.

둘째,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우울증
및 자살,노인정신보건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지역적 특성에 따른 우선
순위의 변화는 가능하다.

셋째,정신보건센터 서비스의 업무수행방식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고려한 전체 정신보건서비스 스펙트럼 하에서 디자인 되어야 한다.

넷째,중증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영
역에 대해서는 조기발견과 치료연계를 통한 치료율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
해 필요한 업무수행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정신보건 서비스 표준화와 평가체계 개발이라는 정책과제 수행
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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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 델델델파파파이이이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요요요약약약111)))(((222차차차)))

Questi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1. 1. 1. 1. 

최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논할 때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가가가장장장 가가가
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시시시는는는 의의의견견견에에에 체체체크크크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단,기존의 만성정신질환자라는 용
어를 중증정신질환으로 수정하였습니다.이는 발병기간이 오래된 정신장애인의 개
념을 확장하여 초발정신질환 등의 정신병적 질환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
로 사용하였습니다.

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직도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정신보건 기획기능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스

펙트럼의 서비스 체계를 스스로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업 확장은 미루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 - - - 중증정신장애인 중증정신장애인 중증정신장애인 중증정신장애인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성장성장성장성장

②-□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스펙트럼의 일부 기능을 관련 기관 확보 등의 전략을 

통해서 이양하고 다른 영역의 사업전개가 필요하나, 주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관

리사업이어야 한다. 즉,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는 감소하더라도 질적 

측면의 성장(예: 기획 및 사례관리 강화)을 위한 지속적 투입은 필요하며 일정 비

율 이상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성장성장성장성장, , , ,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 > > >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영역에 영역에 영역에 영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률성장률성장률성장률 

   

1)서론 및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은 본문의 내용과 같음.2차 설문 시 1차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본문의 결과 부분에 제시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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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은 유지하되 전체 사업에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정신건강증진, 소아청소년, 노인정신보건사업 등이 강화되

어야 한다. 즉, 영역확장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투입을 전제

로 해야 한다. 

        - - - -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전반적 성장성장성장성장, , , ,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 < < <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영역의 영역의 영역의 영역의 성장률성장률성장률성장률

④-□ 중증정신질환 서비스는 양적으로도 감소되어야 하고 상대비중도 감소되어

야 하며, 감소된 예산과 인력은 기획 및 정신건강 증진, 소아청소년 및 노인정신

보건 사업 등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 - - -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위주의 성장성장성장성장, , , ,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사업 사업 사업 사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감소감소감소감소   

⑤-□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의 대부분의 기능은 사회복귀시설 등으로 이양되
어야 하며 정신보건센터는 기획,예방 및 증진사업에 집중하여야 한다.
---사사사업업업 방방방향향향의의의 완완완전전전 전전전환환환

기타 기타 기타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차 응답과 다른 경우 변경 사유를 간단히 제시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uesti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2. 2. 2. 2.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전략적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영역영역영역영역

○ 아래 표에 제시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기존 정신보건센터의 특화사업
현황,조사자의 판단 등을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추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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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유병률,정신보건문제의 크기와 population등의 객관적 자료와 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
체체체계계계 내내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센센센터터터의의의 역역역할할할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1차 델파이 조사결
과 등을 바탕으로 각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중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전전체체체를를를 111000000%%%로로로 놓놓놓고고고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을 포함하여 각 단위사업을 배분
해 주십시오.(예 :5%,10%,20%,30%,35% -합이 100%)

-단위사업에 관여되는 인인인건건건비비비 및및및 사사사업업업비비비를를를 모모모두두두 고고고려려려하하하여여여 제시해 주십시오.

영 영 영 영 역역역역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영역영역영역영역
사업비중 사업비중 사업비중 사업비중 

((((현재현재현재현재))))

사업비중 사업비중 사업비중 사업비중 

((((바람직한 바람직한 바람직한 바람직한 미래미래미래미래))))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관리서비스  초기(초발)정신질환자 관리사업

1차 정신보건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관리 사업

 노인 정신보건사업

 알코올 중독 관리사업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기타 취약계층 대상 (새터민 등)

예방 및 증진  지역주민대상 예방 증진 사업

서비스  산업정신보건사업 (직장인 대상)

정신보건 기획  지역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조사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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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uestion Question Question 3.3.3.3.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수행방식 수행방식 수행방식 수행방식 중요도중요도중요도중요도

○○○ 업업업무무무 수수수행행행방방방식식식 정정정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수수수행행행 방방방식식식 비비비 고고고
일반상담과 정보제공 사례 미등록
전문적 상담 (방문,전화 및 내소상담) 사례 등록 후 개별서비스 계획에 의한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등록회원 대상 주간재활,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교육 가족 및 지역 내 보건복지 관계자 교육
응급관리 응급 사례관리 /입원연계 등
투약진료 임상치료 기능
지역사회 스크리닝 개별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 조직 및 유지관리 자원탐색 및 개발,기관방문,간담회 활동 등
홍보 관리 캠페인,인터넷,방송,지면 광고 등
행사 이벤트 및 주민 건강강좌,일회성 집단 스크리닝
지역조사 지역사회 진단 및 기타 연구조사사업

QQQ 333...정신보건센터의 대상 영역별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중요도를 묻고자 합니다.
1차 델파이 결과를 참고하시어 아래의 표에서 각각의 세부영역별 업무수행방식에
대해서 0-5점에서 제시해주십시오(5점-가장 중요).정신보건센터의 업무가 아니라
고 판단하신다면 0점을 주십시오.예를 들어 현재 센터에서 투약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센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0으로 체크하시고,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중요도만큼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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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업업업 무무무무 수수수수 행행행행 방방방방 식식식식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영역영역영역영역
일반일반일반일반

상담상담상담상담

전문전문전문전문

상담상담상담상담

집단집단집단집단

프로프로프로프로

그램그램그램그램

교육교육교육교육
응급응급응급응급

관리관리관리관리

투약투약투약투약

진료진료진료진료

스크스크스크스크

리닝리닝리닝리닝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조직조직조직조직

홍보홍보홍보홍보 행사행사행사행사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진단진단진단진단

 만성중증정신

질환자 관리

초기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관리사업

노인 정신보건

알코올 중독관리

노숙인 정신보건

산업정신보건

(직장인 대상)

아래의 질문들은 질문 2,3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센센센터터터에에에서서서의의의 약약약물물물치치치료료료

1차 조사결과는 센터에서의 약물치료에 대한 중앙값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센터는 발굴,연계,사례관리,의료기관은 치료라는 단순한 논
리 이외에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율과 치료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약물치
료를 고려했을 때 귀하는 아래의 내용 중 어떤 사항을 지지하시는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어떤 경우에도 약물치료는 해당 업무영역이 아니다.

②-□  일시적, 제한적 약물치료 가능 - 영세민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지지체계는 

없거나 열악하고, 환자의 병식은 없어서 외래는 거부하고,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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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센터장(정신과 전문의)의 면접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증상이 완화되면서 순응도가 좋아지면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

③-□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센터장) 처방 하에 지역 내 중증정신질

환자에 대한 내소 및 방문 약물 치료 

④-□ 정신분열병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영세민 대상으로 약물치료 제공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집집단단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주주주간간간재재재활활활)))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의 경우 그 역할의 타당성에 대한 이슈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그래서인지 본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점수가 중간정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평균값으로 보면 만성정신질환자(3.31),소아청소년(3.38)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빈도 순으로 보면 만성정신질환의 경우 3점과 5점이 같은 빈도로 나왔
으며,다른 영역은 대개 3점 이하의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중앙값은 만성,초기
정신질환,소아청소년,우울증이 3점으로 같으며 다른 영역은 모두 2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점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optional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할 수
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구체화 시키는 차
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집단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영역

이며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등록시켜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타 영역

에 대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상시화 할 필요가 없

다. 지역 내에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귀시설과 차별화된 집단프로

그램을 프로그램 단위로(주간재활센터가 아닌) 구성하고 운영하며, 단, 사회복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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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없는 경우 좀 더 포괄적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영역

에 대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복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센터는 포괄적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차별화된 집단프로그램만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어떤 종류의 집단 프로그램도 지양하여야 하며 기획, 예방, 조기발견,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노노숙숙숙인인인 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사사사업업업

1차 결과를 보면 노숙인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서울지역과 중앙지
원단 관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아마
도 지역적 특성과 정책적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외국의 경우 정
신보건센터에 기본적으로 노숙인 대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지금금금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일일일하하하시시시는는는 영영영역역역이이이나나나 지지지역역역의의의 노노노숙숙숙인인인 관관관련련련 문문문제제제 여여여부부부에에에 상상상관관관없없없이이이 우
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와 노숙인 정신건강문제는 어떤 관련을 맺는 것이 타당한
지를 고려하시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지역 내에 일정 수 이상의 노숙인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사업화 해야 하며, 

서비스는 스크리닝, 상담, 사례관리, 연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체계여야 한다.

②-□ 지역 내에 일정 수 이상의 노숙인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사업화 해야 하나, 

서비스 영역은 지역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노숙인에 대하여 일반상담, 정보

제공, 전문상담 정도를 제공하면 된다. 

③-□ 지역 내에 일정 수 이상의 노숙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정신보건센터 사업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단 쪽방, 고시원 등 보다 안정적 주거지가 확보

된 경우에는 일반 정신질환자에 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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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사업체계에서 진행해야 할 문제로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체계에 편입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알알알코코코올올올 정정정신신신보보보건건건사사사업업업

①-□ 알코올 상담센터의 업무가 되어야 하며 알코올 상담센터가 확보될 때까지 

지역서비스는 어렵다. 

②-□ 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없는 경우, 여러 업무방식 중 지역 내 알코올 중

독관련 일반상담, 정보제공 및,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등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사업화 할 수 있다.  

③-□ 문제의 크기가 큰 문제인 만큼, 지역에 알코올 상담센터가 없는 경우 보다 

포괄적인 업무체계를 기본사업화 해야 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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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SooLee

DepartmentofHealthPolicyandManagement
GraduateSchoolof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an-JoongKim M.D.,PhD.)

In Korea,community mentalhealth center(CMHC)isan important
infrastructureofnationalmentalhealthservicesystem andisexpected
toplay amajorrolefortheprevention,promotion,managementand
rehabilitationofmentalillness.
AlthougheveryonecanagreewiththeimportanceofCMHC asan

key unitofnationalmentalhealth system,therearemany debates
aboutwhatandhow theCMHCshoulddo.Soweneedtheconsensus
aboutthedirectionandservicestandardofCMHCinthenearfuture.
Therefore,theobjectiveofthisstudywastodefineservicepriority

andstandardperformanceofCMHC.
Thisstudy wascarried outby thedelphimethod.40expertsof

communitymentalhealthwereparticipatedinthisstudy.
Themajorresultsa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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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futuredirectionsandservicepriorityofCMHC
Based on a generalincrease and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mentalhealth servicestoseriousmentalillness,wecan expand
toothercandidatessuch aschild& adolescent,depression,aged
peopleandsoonwithrationalprioritysettingprocess.

2)Standardperformance
a.screening and primary mentalhealth services(eg;counseling &
providing information) for early psychosis,child & adolescent,
depressedpeopleandgeriatricmentalhealthproblems

b. specialized mental health services(case management) for the
seriousmentallyillpeople,depressedpeople,childandadolescent

c.educationandconsultationfortheseriousmentalillness,childand
adolescent,depressionandsuicidehighriskgroup

d.crisisinterventionforthehighriskgroupofsuicideandserious
mentalillness

e.publicrelationsand community organization fortheimprovement
ofattitude toward mentalillness and for the reintegration of
mentalillnesspatientsintosociety

Weexpecttheseresultscan beapplied to nationalmentalhealth
serviceguidelineforthestandardization ofcommunity mentalhealth
centers.

Keywords:communitymentalhealthcenter,servicepriority,standard
performance,Delphi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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