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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역의 일을 해오면서 직  환우와 가족을 만나고, 로그램을 제공하고, 련

된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요하지만, 이러한 실무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정신

보건정책, 재정과 법률 인 문제들, 정신보건서비스의 계획 수립이나 평가와 련된 원칙

과 지침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늘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정신보건정책  서비스 개발부에서 출 한 WHO 

정신보건정책  서비스 지침서 시리즈(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 Guidance Package)를 

하게 되었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만난 느낌으로 한달음에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번역을 해보기로 결정하 습니다. 

이 책은 지침서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번역서입니다. 지침서에는 본 책 외에 정신보건 

황(The Mental Health Context), 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정신보건법령과 인권

(Mental Health Legislation and Human Rights), 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직(Organization of Services for Mental Health), 정신보건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for Mental Health),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  산편성(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 정신보건정책과 서비스에 한 연구  평가

(Research and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s), 정신보건 정보시스템(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s), 정신보건 인력과 훈련(Human Resources and Training for Mental 

Health)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정신보건서비스와 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정부의 담당자로부터 장에서 사례 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정신보건 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나 

알고 실천해야 할 여러 이론과 원칙,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몇 주제들은 우리에게 

매우 시 하고 요한 내용인가 하면 어떤 주제들은 향후 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될 

것도 있고, 우리의 상황에 그 로 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제는 다소간

의 수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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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리즈를 꾸 히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간과해왔었거나 어떤 비와 변화가 필요한

지 몰랐던 여러 주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숙고하고 함께 논의하

는 일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을 발 시키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신보건 련 서 이나 참고문헌이 빈약한 국내 실에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용기를 

내어 번역을 시작하 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보다 크고, 보다 세심한 안목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 정신보건 환경이 변화해가는 데 조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정신사회재활  지역사회 정신보건 력기 으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 

이러한 번역 사업을 통해 국내의 정신보건 계자들이 국제 정신보건 황과 각국의 정신

보건 사업에 한 지식을 쌓고, 향후 국가 정신보건의 발 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번역인 만큼 부족한 에 해 많은 지 과 격려가 있기를 기 합니다.

2006년  번역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

습니다. 특별히 편집과 교정을 해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은희 선생님과 이석  

선생님,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WHO 력기 의 이종국 선생님과 

공지  선생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한 이 책을 출 하는 데 도움을 주신 도서출  

한울의 김종수 사장님과 기획, 편집부 가족에게 감사의 말 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용인정신병원 WHO 력기 에서 

황태연, 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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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인들은 양질의 정신건강 리를 받을 권리를 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범 한 인권침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입소시설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잘 개념화된 정신보건정책과 계획의 수립은 정신건강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정신보건서비스의 달을 해 꼭 필요합니다. 정책과 계획 

모두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없는 정책은 결코 실행되지 않는 비 만을 남겨둘 수 있고, 

정책이 없는 계획은 핵심 인 정신건강문제들에 한 비 과 방향, 공통의 이해를 부족하

게 만듭니다. 

한국어 으로서 첫 번째 간행되는 이 지침서는 14권의 ‘정신보건정책  서비스 지침서 

시리즈’ 가운데 가장 핵심 인 책입니다. 이 책은 각각의 국가가 정신보건정책과 계획의 

개발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단계에 한 것은 물론, 정책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들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리즈에서 추천되는 최상의 실행

을 한 단계  근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됨으로써 이 책과 지침서의 다른 책들이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용인 WHO 력기 에서 이 지침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며 90년  부터 시작된 한국 정신보건서비스의 발 에 더욱 기여하

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건 문가, 

지역 공동체 모두의 헌신이 있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에 진정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2008년 3월

Dr. Benedetto Saraceno

Dr. Michelle F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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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WHO Module on 
Mental Health Policy, Plans and Programmes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being denied the right to good quality mental health care. 

In many countries, mental health services are simply not available to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hile in others, the only care available is inpsychiatric institutions which are 

associated with wide 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Putting in place a well conceptualized 

mental health policy and plan can ensure that essential services are delivered to meet people’s 

mental health needs. Both policies and plans are necessary. A policy without a plan can 

remain a vision which is never implemented and a plan without a policy can lack vision, 

direction and a common understanding of key mental health issues.

This publication is a core Module of the 14 Module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 

Guidance Package. It guides countries on the key elements to be considered for inclusion 

in a mental health policy and plan as well as on the steps involved in developing these. 

It is hoped that this Module as well as others in the series will help to advance mental 

health globally as countries adopt the best practice steps recommended throughout the package.

The translation of these Modules into Korean be the Yongin WHO Collaborating Centre 

is therefore of utmost importance and will build upon the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since the early nineties. Much remains to be done. However, with the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health professionals and the community, a great difference 

can be made in terms of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March 2008

Dr. Benedetto Saraceno

Dr. Michelle F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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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 책자는 ｢WHO 정신보건정책  서비스 지침서 시리즈｣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 

지침서들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나라들을 한 실제 인 정보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지침서의 목 은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이들로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정책  포 인 략을 수립하고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기 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모든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재통합되도록 도움으로써 반 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본 지침서는 정책개발과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요구와 우선순 에 해 언

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친숙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침서의 주제는 정신보

건의 핵심 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주제는 “정신보건 황(The Mental Health 

Context)”으로 정신보건의 세계 인 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체 지침서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독자들로 하여  세계 인 정신보건 황에 해 이해하

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도움이 될 만한 특정 지침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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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Mental Health Policy, Plans and Programmes)”은 정신보건

계획과 로그램을 통해 정신보건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핵심 인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를 읽고 나면 다른 지침서에서 제시되는 

정신보건 역에도 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지침서 시리즈는 다음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신보건 황(The Mental Health Context)

∙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Mental Health Policy, Plans and Programmes)

∙ 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 정신보건법령과 인권(Mental Health Legislation and Human Rights)

∙ 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직(Organization of Services for Mental Health)

∙ 정신보건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for Mental Health)

∙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  산편성(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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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지침서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포함될 내용입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에 한 근과 사용의 개선(Improving Access and Use of Psychotropic 

Medicines)

∙ 정신보건 정보시스템(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s)

∙ 정신보건 인력과 훈련(Human Resources and Training for Mental Health)

∙ 소아청소년 정신보건(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 정신보건정책과 서비스에 한 연구  평가(Research and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s)

∙ 직장 정신보건정책  로그램(Workplace Mental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이 지침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책수립자와 보건계획 수립자 

∙ 지방정부  앙정부의 산담당부서 

∙ 정신보건 문가

∙ 환자들을 표하는 집단 는 기

∙ 환자의 가족  보호자 련기   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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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나 그들의 가족, 보호자에 해 심을 가진 옹호단체

∙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거나 심을 가진 비정부기

이 지침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지침서를 각각 사용할 수도 있고, 체 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호 

간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 체를 체계 으로 읽어갈 수도 있고, 

정신보건의 특정 역이 요한 경우에는 특정 지침서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를 

들어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려는 국가는 정신보건법령과 인권(Mental Health Legislation 

and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지침서는 정신보건서비스를 조직하고 달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정신보건정책 

수립자, 계획수립자 등을 한 연수 교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학에서 교육 교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가 집단에서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훈련시

키려 할 때 본 시리즈를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정신보건정책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국제기 이나 국가기

에서는 본 지침서가 기술  자문의 기 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침서는 소비자, 가족, 옹호기 에서 옹호활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교육을 한, 그리고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서비스에 한 정치가, 이해집단, 

기타 보건 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증진을 한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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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의 구성                                                           

각각의 지침서는 그 목 과 의도하는 상군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별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 지침서를 사용하고 실행하려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처방을 한 것이 아니며, 엄격하게 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

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용시키도록 합니다. 한 실제 인 사례가 함께 제시되

어 있습니다.

지침서들은 상호간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침서를 읽다가 그에 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본문에 제시된 다른 지침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침서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일반보건서비스  지역사회에 기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WHO의 

기본 정책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정신보건은 교육, 직업, 주거, 복지 서비스, 법률 등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와 련되어 있는 역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소비자 모임이나 가족 회에 진지하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Dr. Michelle Funk

Dr. Benedetto Sarac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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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요                                                        

명확한 정신보건정책은 어느 나라의 보건 련 부처에서건 정신보건 역의 필

수 이고 강력한 도구이다. 정책은 계획과 로그램을 통해 하게 세워지고 

실행될 때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문헌을 통해 제시된 

결과에는 조직과 서비스 달의 질, 근성, 지역사회 리,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보호자에 한 개입, 정신보건의 몇 가지 지표들이 포함된다.

국가정신보건정책의 요성에 한 폭넓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WHO에서 수

집한 자료들에 의하면 체 국가의 40.5%가 정신보건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30.3%는 어떤 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1b).

이 지침서는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한 입증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은 정신보건정책을 

세우고 계획과 로그램을 통해 실행해가는 데 있어 실제 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보건정책은 일반 으로 보건, 복지, 기타 사회정책들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수립된다. 정신보건 분야는 정신보건과 반드시 직 으로 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정책과 법규, 이념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사회 , 물리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 

교육 로그램, 보건, 복지와 고용정책, 법과 질서의 유지, 청년층과 노년층을 상

으로 하는 정책, 주택,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등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해 상호 

긴 하게 력해나가야 한다(WHO, 1987; WHO,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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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시스템에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정신보건정책에 우선순 를 

부여하고 자원을 효율 으로 조직하기 해서는 국가의 정책과 계획, 로그램이 

필요하다. 국가의 계획에 따라 도·시·구 등의 지역 수 에서 상황에 맞는 계획과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국가 수 의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 수 에서 

개발된 계획들이 상충되거나 복될 험이 있다.

본 지침서에서 제시된 개념과 권고사항은 다양한 환경과 자원 수 을 가진 나라 

는 지역을 한 것이다. 본 지침서에는 자원이 하지 않은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과 계획과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한 실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정신보건정책 개발: 필수적인 단계들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할 때는 일정표를 만드는 것이 요하다. 실 으로 정책

개발을 해 1~2년, 실행하고 변화를 이루기 해서는 5~10년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WHO, 1998a). 정책과 계획, 로그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요소가 서로 다른 

일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1단계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훌륭한 정책은 국민들의 정신보건에 한 요구와 정신보건시스템에 한 정보,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 정보에 의존한다. 를 들면, 국민들의 요구는 

유병률과 발생률 연구와 지역사회의 진단, 도움을 찾는 행동(help-seeking behavior)에 

한 이해를 통해 알 수 있다. 한 정신보건의 우선순 도 결정되어야 한다. 

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문서로 작성해

야 한다. 가, 구에게, 어떤 자원을 통해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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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합리 이고 실행 가능한 정신보건정책을 개발하는 요한 시발 이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a) 공식적인 연구: 일반 인구와 특정 인구( . 학교나 직장)를 상으로 한 역학조

사, 보건시설을 찾는 사람들을 상으로 한 단순 역학조사, DALYs(disability- 

adjusted life-years)*와 심층면담, 특정 집단 면담을 통한 질병부담에 한 연구

b) 신속한 사정(査定): 재의 정보시스템과 주요 정보제공자와의 간단한 면담,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 보호자, 보건실무자를 포함한 집단 토론으로부터 얻

어진 자료의 2차 분석

2단계 효과적인 전략을 위한 근거를 수집한다                        

지역 서비스기 을 방문하거나 국내외 문헌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근거를 얻을 

수 있다.

a)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근거: 과거의 정책, 계획과 로그램에 한 평가로

부터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범사업이나 지역의 경험들은 매우 훌륭

한 자료들이다.

b)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부터의 근거: 유사한 문화 , 사회경제  특성을 가진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c) 문헌자료를 통해 얻은 근거: 국가 는 지역의 정신보건정책에 한 평가

3단계 자문과 협상                                                

정신보건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정치 인 과정이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실행의 기술 인 면과 자원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보건 련 

부처의 역할은 다양한 정신보건 계자들(stakeholders)의 의견을 듣고 국내외의 경

험에서 비롯된 근거를 가진 서로 다른 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

*조기사망으로 

인한 수명단축과 

장애로 인한 

수명단축 기간을 

합하여 연수로 

표시한 것.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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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해서는 계자들 사이의 극

인 타 이 요구된다. 이는 정치 인 지지를 얻기 해 매우 요한 일이다.

4단계 다른 국가와의 교류                                         

 
다른 나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앞선 국가들의 최근의 발 과 창의 인 

경험, 그리고 개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 개입에 해 배울 수 있다. 

한 국제 인 문가들이 이러한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단계 정책에 대한 비전, 가치, 원칙과 목적을 정한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쳐 다양한 자료가 모아졌을 때, 정신보건을 한 비 , 

가치, 원칙과 목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이 세워질 수 있다. 

a) 비전: 비 은 일반 으로 국가나 지역에 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기술

함으로써 정신보건에 한 기 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가용자원과 기술

에 의해 실 가능한, 실 인 것이어야 한다. 

b) 가치와 원칙: 각 나라와 지역은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한 그들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다. 정신보건정책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와 원칙

이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c) 정신보건 목표: 일반 인 보건정책의 3가지 목표가 정신보건에도 용될 수 

있다(WHO, 2000a).

1. 주민의 건강증진

정신보건 정책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이상 으로는 삶의 질, 정신  기능, 장애, 유병률과 사망률

과 같은 정신보건 련 지표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근성이나 서비스 이용도와 같이 서비스 달 과정과 련된 지

표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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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함

  정신보건에서 이러한 목표는 인간에 한 존 과 내담자 심의 근을 

포함한다.

3. 질병－건강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호

  정신보건과 련된 문제들은 지역 간 자원분배의 형평성, 향정신성 약물의 

이용가능성, 일반 보건서비스와 정신보건서비스의 형평성, 보건 산 체

에서 정신보건에 할당된 비율 등이다.

6단계 실행 분야를 결정한다                                      

 
다음 단계는 정신보건정책의 목표를 실행할 분야에 용하는 것이다. 정신보건

정책이 효과 이기 해서는 이러한 역들이 함께 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라와 지역, 정신보건의 역사에 따라 포함되는 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음은 

지난 20년에 걸쳐 수립되었던 정책들에 포함되어 있는 역들이다.

∙재정

∙법령과 인권

∙서비스 조직

∙인력과 훈련

∙증진, 방, 치료, 재활

∙필수 약품의 조달과 배분

∙옹호

∙질향상

∙정보시스템

∙정책과 서비스에 한 연구와 평가

∙타 분야와의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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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다른 분야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특정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주된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 들(보건, 교육, 노동, 사회복지, 주택, 사법)

∙연구기 들

∙ 문가 회

∙일반보건  정신보건 실무자들

∙소비자와 가족

∙서비스 제공자

∙비정부기

∙ 통의료 종사자

3. 정신보건계획 수립                                           

1단계 주요 전략과 일정을 정한다                                  

 
의 6단계에서 확인된 활동 역 각각에 한 략을 세워야 하며, 이 략들은 

계획이 일 되게 유지되고 우선순 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한다. 일반 으로 략

은 문가의 자문과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우선순 로 정한다.

∙ 재 정신보건시스템의 장 과 단

∙나라와 지역의 정신보건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회와  요인

각각의 략에 한 일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략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동안 지속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략은 지속 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고, 어떤 략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행될 수 있다.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략이 시작되어야 하는 해부터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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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표와 목표를 정한다                                      

계획이 효과 이었는지 아닌지 나 에 평가하기 해서는 략을 구체 인 목

표와 지표들로 구분해야 한다. 목표는 명확하고 뚜렷해야 하며 주어진 일정 내에서 

무엇이 성취되어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언 되어야 한다.

각각의 목표에 한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해 목표는 측정가능해야 하며, 

어떤 지표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3단계 주요 활동을 결정한다                                       

 
각각의 략과 활동이 취해지는 역에서 어떻게 략을 실 시킬 수 있을 것인

가를 고려하여 구체 인 활동이 행해져야 한다. 정신보건계획은 어떤 활동을 취할 

것인가, 각각의 활동에 한 책임자는 구인가, 각각의 활동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언제 활동이 시작되고, 어떤 활동들이 동시에 행해질 수 있으며, 한 가지 

활동이 끝나야만 뒤따라 올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인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 각각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잠재 인 장애물과 지연요소뿐 아니라 

활동을 통해 기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단계 비용, 가용한 자원, 예산을 결정한다                           

 
우선 인 략의 실행에 있어 필수 인 요소는 국가와 지역의 정신보건 자원의 

이용가능성이다. 정신보건계획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에 필요한 총비용과 각각의 략에 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비용에

는 자본  인  자원이나 소비재와 같은 순환비용이 포함된다.

∙이를 한 재정을 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재 부분의 국가는 

정부재원(일반세 )을 포함한 보건 산과 사회보험, 기부 , 사보험, 가계지출 

등 복잡한 보건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정신보건은 비정부기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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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족 회, 사설 기 들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분야(교육, 노동, 사법, 

주택 등)의 도움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언제, 어떤 자원이 이용가능한가에 따라 략과 활동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해마다 계획의 실행 정도를 평가한 후에 일정 등을 다시 세워야 한다.

4.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                                        

정책, 그리고 략 이고 구체 인 계획과 더불어 정신건강의 증진, 정신질환의 

방, 치료  재활을 목표로 하는 로그램을 갖는 것이 요하다. 로그램은 

흔히 략 인 계획에 비해 좀 더 작은 행정단 에서, 더 짧은 기간 동안 실행된다.

로그램은 확인 가능한 구체 인 목 을 가져야 하며, 이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이유로 특별한 심이 주어지는 문제들이 될 수 있다. 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역이다.

 

∙여성폭력

∙태아 알코올 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난민의 정신건강

∙정신보건 시설의 안

∙정신보건의 날

∙간질의 치료

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단계와 차를 따라야 한다. 

∙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기 로 략과 일정을 결정한다.

∙지표와 목표를 정한다.



34｜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

∙주요 활동이 구에 의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정한다.

∙비용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정하고, 그에 따라 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한다.

∙평가 과정을 결정한다.

5.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들                     

정신보건정책은 정신보건계획에 명시된 우선 인 략과 정신보건 로그램에 

명시된 우선 인 개입방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략과 개입이 실행되기 

해서는 다음의 단계들이 필요하다.

1단계 정책을 홍보한다                                           

앙 보건부와 지역의 보건과가 모든 계자에게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요하다.

2단계 정치적인 지지와 재원을 마련한다                            

 
정책이 세워지고 나면 계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사소통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목 은 정책을 실행하기 해 충분한 정치  지지와 재원을 확보하

는 것이다. 고 리자들은 정신질환이 질병으로 인한 부담(DALYs) 가운데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에 한 큰 요구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 인 략이 있다는 것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해 여러 분야가 함께 기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단계 지원조직을 개발한다                                       

정신보건정책의 실행을 해서는 공공보건과 정신보건 분야에서 문성을 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Ministry of 

health’는 ‘보건부’,

‘Health district’는

‘지역보건과’로 번 

역하였음(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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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유능한 문가 그룹을 필요로 한다. 이 그룹은 정신보건계획과 로그램 리에 

한 책임을 지녀야 하며, 정신보건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요소에 소비자와 가족이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 부분 간 력 인 계를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중앙 보건부의 수준에서: 다학제로 구성된 (multidisciplinary team)이 매우 유용

하다는 것이 몇몇 국가에서 검증되었다. 작은 국가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2명

의 비상근 인력부터 큰 국가에서 근무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인력까지 의 

규모는 다양하다. 참여할 수 있는 문직으로는 정신과의사, 공 보건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사업가, 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 지역 보건과의 수준에서: 한 사람의 정신보건 문가일 수도 있지만 보건부 

수 과 유사한 다학제 이 보다 이상 이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팀 수준에서: 각각의 은 공 보건과 리업무에 일주일에 

수 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1차보건팀의 수준에서: 각각의 1차진료기 이나 에 정신보건 담당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단계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지역은 국민 다수가 심을 갖고 있는 표 인 지역, 는 도시의 

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은 국가 체의 정책 

성공을 해서 필수 이며, 한 지역의 보건실무자들을 한 훈련  교육센터로

서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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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강화한다                   

보건시스템에서 제공자(provider)라 함은 주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달하는 

이나 기 을 말한다. 일반 인 보건서비스 제공자들과 특정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두 정신건강문제와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서비스는 보건 역 이외의 기 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특징은 정신보건서비스를 달하는 방식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주민들의 복잡한 정신건강문제를 효과 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축 된 

지혜를 겸비한 다양한 역의 사람들로 구성된 소수의 다학제 이 가장 이상 이

라 할 수 있다. 

다음 여섯 종류의 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유형은 각각 특별한 동기를 필요로 

한다.

∙공공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

∙민간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

∙ 통의료 종사자

∙상조단체

∙비정부기 , 자원 사  자선단체

∙제공자로서의 정신보건서비스 소비자와 가족

6단계 타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부에서 일하는 정신보건 문가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른 부서의 문가들과 정신보건서비스에 한 계획, 실행, 평가를 해나가

기 한 활동을 조정함.

∙지역 내에서 역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개입을 실행하기 해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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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을 지원함.

∙지역보건 과 다른 역의  사이의 조정을 강화하기 해 지역 내의 정신

보건 문가들을 지원함.

7단계 정신보건관계자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킨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을 해서는 다양한 정신보

건 계자들 간의 교류와 력이 필수 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다음과 같이 

국가나 지역의 여러 수 에서 일어난다.

1 보건부와 다른 분야 간의 상호작용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관계자들: 재경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기증단체와 

자선단체

∙공급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앙 정신보건 조직, 환자과 그 가족들, 상조단체, 

문 인 비정부기 , 보건 인력  통의료 인력

∙조정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문가 원회, 옹호단체

2 중앙 보건부와 지역 보건과 사이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국가나 지역의 일반 인 행정구조, 정신

보건서비스의 발  수   지역의 사회문화  특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지방분권

화의 정도이다.

∙지방 또는 국가/지역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각각의 국가나 지역은 

일반 인 상황에 따라 정책, 계획, 로그램을 앙, 지방, 는 지역 수 에서 

개발하는 것에 한 각각의 장단 을 평가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에서 시, 군, 구의 재정 분배: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원은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시, 군, 구 수 으로 분배될 수 있다.

∙중앙 보건부와 보건과 사이의 위임: 보건부는 재정과 기술 인 지원을 하는 것에 

각 나라의 행정구조

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national’

과 ‘country’는 ‘국

가’, ‘regional’은 

‘지방’, ‘local’은 

‘지역’으로 번역하

였음(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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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리고 지역 보건과는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 

동의하도록 한다.

3 보건과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상호작용

∙정신보건서비스의 관리: 정신보건서비스에 한 리는 정신보건계획이나 

로그램을 통해서 직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임을 통해 간 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정신보건서비스의 위탁: 이 경우 지역 보건과는 어느 정도 구체 인 수 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얻기 해 민간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정: 때로는 지역 보건과가 제공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조정기 을 두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조직, 가족 회  정신보건 문

가들 사이의 력 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신보건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다른 분야들과의 조정: 지역 보건과 내의 정신

보건담당 문가들은 정신보건 이외 분야의 기 에 의해서 제공되는 주요 

정신보건서비스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분야에 의해 

제공되는 정신보건서비스, 다른 분야를 보완하기 해 보건 문가에 의해 행

해지는 활동들, 다른 분야를 통해 알게 된 주민들의 요구에 한 반응으로 

보건 문가가 하는 활동들, 그리고 환자들이 다른 분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포함된다.

4 소비자와 제공자 간 상호작용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정: 이것은 1차보건의료 과 2차정신보건  간, 그리고 

이들 과 다른 분야의 표자들 간의 정기 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와 가족협회에 대한 지원: 정신보건서비스의 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몇몇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 인 태도를 바꾸기 해 소비자와 가족 회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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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옹호: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에 한 낙인이 있다

면 옹호활동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6. 제안 및 결론                                                

국가와 지역에서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복잡

한 과정이다.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양한 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에 한 개발과 실행의 구체 인 상황은 나라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이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황에 맞게 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신보건을 한 정책, 계획, 로그램의 개발은 필수

이다. 정책은 비 , 가치, 원칙을 보여주어야 한다. 활동이 필요한 분야를 명시하

고, 그 책임이 구에게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행동의 책임은 구에게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략의 우선순 를 정해야 한다. 계획은 략 인 활동을 실행하기 

한 구체 인 틀을 제공해 다. 로그램은 좀 더 나은 정신보건을 해 필요한 

구체 인 목표의 설정과 실행에 을 둔다. 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체계 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국가와 지역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단계들이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 

개발을 해 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과정은 주민의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며, 국민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WHO,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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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련된 증상의 호

∙여러 역에서의 기능 향상( : 가족, 사회, 학교, 일)

∙업무 장에서 생산성의 증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정신 ·사회  장애의 방 

∙사망률 감소( : 자살)

이 과정은 복잡하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정신건강의 증진과 안녕, 환자들

의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은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 그 이상의 동기를 부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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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의 목적과 주요 대상

목적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한 근거에 

기 한 지침을 제공하기 함.

주요 대상 정책수립자와 앙 보건부( 는 보건 련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행정부처에 있는 공 보건 문가들.

지침서를 개요에서는 이 지침서에 한 개념 인 기 를 제시하 다. 

사용하는 방법 그 후에 정신보건정책의 수립과 계획  로그램 개발에 한 

실제 인 지침을 제공하 다. 그리고 정책, 계획, 로그램 실

행에 한 모델을 특정 국가의 사례와 함께 제시하 다. 정신

보건정책의 개발과 실행 과정에 한 개요를 보려면 52쪽의 

<그림 1>을 보라.

              국가 는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 지침서에서 제시된 내용

을 용시켜야 한다. 제시된 들은 다양한 상황, 특히 정신보

건과 련된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책과 계획, 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 다.

              ｢정신보건정책  서비스 지침서 시리즈｣에 있는 다른 지침서

의 내용이 자주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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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정신보건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신보건정책이란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 한 가치와 원칙, 목표의 집합체이다. 이는 미래를 한 비 을 정의하고, 

활동을 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다른 보건정책이나 복지정책 

과 비교하여 정부가 정신보건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 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 으로 정책은 5~10년에 걸친 장기 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다.

종종 정신보건계획과 로그램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한다. 이 지침서에서

는 이들을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한 방법들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간주하 다. 

∙정신보건계획: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방, 치료, 재활을 한 략 인 

활동을 실행하기 해 미리 수립된 상세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계획은 정책을 

통해 정의된 비 , 가치, 원칙  목표가 실행되도록 한다. 여기에는 략, 일정, 

필요한 자원, 성취 목표, 지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정신보건정책이

란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

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

기 위한 가치와 원

칙,목표의 집합체

이다.

정신보건계획은 

전략적 행동을 실

행하기 위해 미리 

수립한 구체적인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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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획 프로그램

초점 ∙비전

∙가치

∙원칙

∙광범위한 목표

∙전략

∙일정

∙재정

∙인력

∙목표

∙행동

∙구체적인 개입

∙자원(물적, 인적)

∙예산

우선순위 정신건강과 다른 

건강문제 사이 또는 

다른 정신건강 문제 

사이

활동 분야와

전략의 유형

명시된 단기간의 

우선순위에 구체적인 초점

내용의 범주 전반적 전반적 또는 

구체적(전략에 따라서)

구체적

기간 장기(5~10년) 중기(3~8년) 단기(1~5년)

대상지역 국가 또는 광역시, 도 국가에서 시, 군까지 국가에서 자치구까지

<표 1>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차이점

계획은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한 같은 행정부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수도 

있으며, 더 하  행정부서에서 더 짧은 기간에 세워질 수도 있다. 

∙정신보건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방, 치료, 재활에 해 매우 

집 인 목표를 가진 개입 는 일련의 개입방법들을 말한다. 로그램은 일반

으로 특정한 문제에 을 맞추게 되며 정신건강 계획과 마찬가지로 하게 

고안되고, 산이 투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정책이나 계획과는 달리 로그램은 

흔히 더 작은 행정부서에서 단기간 동안에 실행된다.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의 주된 차이 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서로 엄 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사이의 경계는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부분의 나라에서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은 

어느 정도 서로 첩된다.

정신보건프로그

램은 특정한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한 

집중적인 개입이

며, 보통은 단기간

의 목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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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신보건정책이 중요한가?                                      

명확한 정신보건정책은 보건부 내의 정신보건 담당부서에게는 필수 이고 강

력한 도구이다. WHO는 이러한 사실을 30년 부터 인식해왔다(WHO, 1984, 1987, 

1996). 명시된 정신보건정책은 다음의 이유로 인해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 매우 

요하다:

∙정책은 체 인 청사진을 제공하고, 달성해야 할 범 한 목표를 제시하며, 

미래에 취해야 할 행동의 기 가 된다.

∙정책은 질환으로 인한 부담과 효과 인 개입방법과 일치하는 정신보건의 

우선순 를 부여해 다. 

∙정책은 정신보건서비스  여러 행동들을 개발하고 우선순 를 결정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한다.

∙정책은 정신보건 분야에서 주요 계자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다.

∙정책은 여러 계자들이 각각의 활동에 해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는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의 발 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왔다. 국가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갖춘 몇몇 나라의 보건행정

이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향을 미쳐왔다. 여기에는 서비스제공 조직과 

서비스 질의 향상, 근성, 지역사회에서의 리, 환자와 보호자에 한 개입, 정신

보건의 몇몇 지표들의 개선(Kemp, 1994; Cohen & Natella, 1995; De Jong, 1996;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 Australia, 1997; Montejo & Espino, 

1998; Thornicroft & Tansella, 1999; Barrientos, 2000) 등이 있다. 보건부처 안에 정신보

건정책이나 정신보건 담당부서가 없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Pearson, 1992; 

Phillips, 2000).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요성에 한 범 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체 국가의 



46｜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

40.5%가 정신보건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30.3%는 로그램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WHO, 2001b).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정책과 계획의 형태와 내용은 나라마

다 매우 큰 차이를 보여왔다(Kemp, 1994).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는가?                                       

일반 으로 정신보건정책은 보건, 복지, 그 밖의 사회정책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 속에서 수립된다. 정신보건 역은 정신보건과 직 으로 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정책, 기 , 이념에 의해 향을 받는다. 정신보건정책이 만들어질 때 

정 인 향을 최 화하기 해서는 지역의 사회 ·물리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한 교육 로그램, 보건  복지 정책, 고용정책, 주거, 도시계획, 시정서비

스, 법과 질서의 유지, 청년층 는 노년층을 한 특별 정책 등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해 타 분야와의 력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WHO, 1987; WHO, 2001a).

국가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문화  요인, 정치조직과 사회구조, 정부에 

의해 부여된 요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을 책임지는 

기 과 정책의 범   정책의 구조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정신보건정책의 책임기관                                          

모든 정부는 고 에서 승인된 정신보건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앙정부가 정책에 한 책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건강은 인간의 발달  삶의 질과 한 연 을 갖고 있다.

∙정신질환은  세계 으로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다.

∙정신보건서비스의 실행은 정신보건 이외에 다른 역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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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나라에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정신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

다. 이는 정책을 하나의 역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일 성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이 있다. 하지만, 보건 분야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해  수는 없으며,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의 방을 해 필요한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단 도 있다. 이러한 단 은 원회나 의회를 조직함으로써 

부분 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보건부와 계자 표들에 의해 운 된다

(복지, 종교, 교육, 주택, 노동, 사법, 경찰과 기타 사회서비스).

어떤 나라에서는 보건부가 정신보건정책에 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정신보건과 

는 정신보건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승인된다. 이 경우 정신보건정책은 보건시스

템 내의 여러 단계에서 정신보건 으로부터 기 되는 실행기능의 조직화와 우선

순 에 해서는 유용하지만, 주민들에게 달되는 서비스에 한 향은 더 어

지게 된다. 

정책의 범위                                                     

정신보건과 련된 내용을 포함한 일반정책 는 사회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부분 정신건강 증진에 을 맞추고 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정신보건활동을 다른 사회  서비스와 통합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범 가 넓을수

록 더 나을 것이다. 

부분의 국가들은 정신보건의 요소를 포함한 보건정책  는 정신보건정책을 

갖고 있다. 흔히 자가 후자보다 더 선호되는데 그 이유는 정신건강 증진과 방

사업을 일반 보건서비스와 통합하고, 정신질환에 한 차별과 낙인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신보건정책의 범 가 정신과 서비스에만 제한되어 있다. 여기

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를 들면, 문성의 확보나 정책의 실행과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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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편 한 근방식으로는 정신건

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의 방과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해 보다 포 으로 반응

하기 어려워진다. 즉, 정신과서비스는 주로 정신질환에 한 치료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정신보건서비스는 보다 폭넓은 에서 1차진료와 더불어 건강증진, 방, 

재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책의 구조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정신보건정책만을 갖

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정신보건정책과 련된 문제를 정신보건법 는 개 안

(일반 인 보건개  는 정신과 서비스의 개 )의 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정신보건계획이 함께 수립되지 않으면 계획의 몇몇 요소들은 

정책의 내용에 포함되게 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정책의 몇몇 요소를 포함한 

정신보건 략이나 정신보건계획 는 정신보건 로그램을 갖고 있다.

특정 국가나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해 일반 인 권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 최종 인 결정은 

역사, 문화, 정책, 법률체계, 사회 구조, 보건시스템의 형태, 정책과 계획, 로그램

이 갖게 되는 의미에 따라 정부가 내려야 한다.

정책의 명칭이나 형식과 계없이 요한 문제는 고 직 담당자에 의해 승인되

고 본 지침서에 기술된 핵심 인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지침서의 범위는?                                              

국가나 지역에서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수립해가기 해서는 다음

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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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의 개발

2단계: 정신보건계획과 로그램을 통한 정책의 실행

3단계: 실행에 한 모니터링

4단계: 평가

5단계: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의 개정

본 지침서는 주로 첫 두 단계, 즉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다루고 있다. 다른 지침서들은 3, 4, 5단계에 해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과 산편성(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은 정신보건계획의 개발, 모니터링과 실행, 그리고 

지역수 에서 서비스에 한 산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신보건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은 진료의 질에 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다룬다. 한 다른 지침서들

은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에 한 국가 수 의 모니터링[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그리고 정책, 계획, 로그램에 한 조사  평가[연구  

평가(Research and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s)]  기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지침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지방분권형의 보건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

의 시스템들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어떤 나라에서 정신건

강문제에 해 높은 우선순 를 부여하고 자원을 효율 으로 조직하기 해서는 

국가 정책과 계획,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state), 도

(province), 군이나 구(district), 시(municipal) 는 다른 지역수 에서는 그 지역의 특

수한 상황에 따라 국가 정책 목표나 략, 우선순 에 부합하는 나름의 계획과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국가 수 의 계획이 없을 경우, 지역 수 에서 개발된 

계획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복될 험이 있다. 

본 지침에서 제시된 개념과 권고사항들은 다양한 환경과 자원 수 을 가진 나라 

는 지역을 한 것이다. 2001년 세계보건 보고서(WHO, 2001a) 5장에 있는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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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중요성

▪정신보건정책이란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치와 원칙, 목표의 집합체이다.

▪계획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우선적인 전략, 일정, 자원, 목표, 활동으로 정의된다.

▪프로그램은 보다 집중적이며,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정신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서비스의 질, 접근성, 지역사회서비스, 소비자와 가족의 참여,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 시나리오의 실행을 한 권고사항’과 마찬가지로 본 지침서에서도 자원의 수

이 상, , 하인 국가에 한 지침과 실례를 제시하 다. 정책과 계획, 로그램은 

자원 수 의 차이를 넘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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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신보건정책 개발: 필수적인 단계들

여러 나라에서의 경험은 성공 인 정신보건정책의 개발을 해 필요한 몇 가지 

필수 인 단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림 1>은 정신보건정책의 개발, 

승인, 그리고 계획과 로그램을 통한 실행에 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지침서의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다. 각각의 단계들에 해서는 뒤에 더욱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신보건정책을 세우려는 경우 체 인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실

으로는 정책의 개발을 해 1~2년, 실행과 실제 인 변화를 해 5~10년이 

걸린다(WHO, 1998a). 이보다 더 단기간에 이루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기간이 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계자와 주민들이 불만을 표 할 수도 있다. 

정책, 계획, 로그램의 여러 요소들은 필요한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보건부나 지역의 보건과에서 일하는 정신보건담당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고, 의욕이 충만하

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장애물들에 해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에 한 는 7장을 

보라).

정신보건정책은 

개발을 위해 대략 

1~2년, 실행을 

위해5~10년이 

소요된다.

보건부나 지역보

건과에 있는 정신

보건담당자는 유

능하고, 의욕이 충

만하고, 끈기가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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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신보건정책 : 개발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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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1. 국가수준의 정보

1)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를 이해한다

정신보건정책의 개발은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정신건강에 한 주민의 

욕구는 무엇인가? 정신보건정책은 주민들의 정신보건서비스 욕구에 한 올바른 

이해를 토 로 수립되어야 한다. 욕구는 가용한 자원에 따라 보건부 내의 정신보건

문가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주민들의 욕구를 평가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를 들면,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률에 한 자료, 지역사회는 어떤 것을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행동(help-seeking behavior)을 

이해하는 것 등이다(  다른 지침서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  산편성

(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을 보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한 특정한 정신건강문제를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왜 특정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 들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범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요성

∙ 리에 한 감수성(susceptibility)

∙비용. 즉 문제의 사회경제  효과(Bertolote, 1992)

2) 정신보건서비스에 따라 지역정보를 수집한다

주민들의 정신보건 욕구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더불어 정신보건시스템



54｜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

과 서비스의 달에 한 자료를 확보하고 재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용한 인  자원, 재 정신보건에 사용되고 있는 재정 황, 행 서비스의 구조

와 강 , 가능한 변화에 한 보건 문가들의 시각과 태도에 한 정보 등이 포함

된다. 

(1) 인적 자원

정신보건 역에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훈련된 인력이 얼마나 실제

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일반 으로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 추가 인 인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시켜야 하는 반면( 를 들면, 정신과의사나 정신간호사

에 한 수련과정 는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기 한 계획을 

세우는 것), 과학 인 계획은 인  자원에 한 재의 가용성에 해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인  자원에 한 황  는 배치도가 필요하다. 정신보

건 인  자원에는 각 나라 혹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작업치료사(정신보건 역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수 있는 자)

∙사회사업가(정신보건 역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수 있는 자)

∙ 통의료종사자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인  자원의 가용성이나 근성, 한 얼마나 여유 

인력이 있는지에 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를 들면, 많은 나라에서 부분의 

숙련된 문가들은 민간 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 특히 가난하

고, 정신보건 문가에게 근하기 어려운 이들은 방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가 

확보에 한 계획은 민간과 공공 역 모두에서 세워져야 한다.

정신보건정책은 

주민들의 정신보

건서비스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

로 수립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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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요한 문제는 인력의 지리 인 분배이다. 세계 어느 곳이든 (정신보건

문가를 포함하여) 숙련된 문가들은 부분 도시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인구에 비례해서 정 수 의 문가를 보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근성과 가용성이 극도로 열악하거나 심지어 문가가 

없는 지역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2) 재원

많은 국가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한 재원이 불충분할 수 있다. 계획과 

로그램 한 가능한 재원 내에서 실행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해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다가 단될 수도 있다. 정신보건에서 추가 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을 한 요한 목표이다(｢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는 정신보건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정신보건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정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조

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획과 비가 무의미해진다. 재정에 

한 합리 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은 서비스 계획에 있어 필수 이다. 

많은 나라에서 정신보건에 한 산은 ‘수직 으로’ 구분된, 정신보건 산이 

별도로 있기보다는 다양한 재원으로 나 어져 있다. 를 들면 종합병원 내의 

정신과 병동은 종합병원 산의 일부분으로 지원되는 반면, 1차진료 내의 정신보

건서비스는 지역의 보건 산의 일부일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든 정신보건서비스가 

단일한 정신보건 산으로 집 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해 논쟁하지는 않겠지만, 

재원이 분산되면 정신보건서비스에 해 합리 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주민의 

욕구에 기 하여 우선순 를 세우는 것이, 심지어 정책이 승인된 경우조차 어려워

지는 결과를 래한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재정이 어디로부터 지원되는

지, 어디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3) 서비스의 구조

새로운 정책이 개발될 때 이는 때때로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을 

정신보건시스템

과 치료의 제공과 

관련된 현재의 상

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충분한 이

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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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하기 한 것이거나 더 흔하게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해 개발되는 경우

도 있다. 진정한 변화를 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이들이 ‘기 선’ 혹은 시작 에

서 서비스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서 기술된 인력과 재정에 한 정보  분배와 더불어 서비스의 구조에 한 

올바른 이해는 서비스에 한 구체 인 계획을 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지를 제시해 다. 를 들어, 부분의 정신보건서비스가 정신의료기  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정책은 정신보건서비스가 우선 지역사회에 기 해야 

하고 그 후에 방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면,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단하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해 략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보건 계획수립은 인력과 재정에 한 기 인 

정보와 더불어 확실하게 실에 기 해야 한다. 

(4) 보건전문가들의 시각과 태도

보건정책과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책과 계획, 특히 상되는 변화에 

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 당연히 최선의 보건정책과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하기 해 필요한 기 정보에 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 

가능한 변화에 한 문가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이는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정책을 승인받고 실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일

지 알려  것이다. 이 장에서 언 된 기 정보 가운데 일부는 즉시 얻어질 수도 

있고, 조사가 필요한 것도 있다. 반면에 어떤 자료는 체계 인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구체 인 결과가 유용해질 때까지 불필요하게 계획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요하며, 따라서 빠른 자료수집 방법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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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에서 기술된 정보를 얻기 한 방법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시간에 따라 다양

할 수 있다. 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체계 인 연구와 신속한 평가조사가 

있다. 연구와 신속한 평가조사 사이에 단 인 차이는 없지만, 후자는 일반 으로 

서비스의 활발한 참여가 포함되고, 결과가 조사종결 후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결정권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공식 인 연구는 표본의 크기나 표 화된 도구의 

사용과 같이 과학 으로 더 엄격하며, 일반 으로 보다 넓은 범 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몇 가지 들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1) 공식적인 연구

정신질환  연 된 장애의 유병률과 발생률에 한 역학연구가 일반 인구나 

특정 인구집단(학교, 보건시설,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차진료기 을 상으

로 이루어진 WHO의 다기  연구는 그 좋은 이다(Ustun, 1995). 이런 형태의 

연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얻게 

된 정보가 유사한 문화와 사회  특성을 가진 다른 나라에 용될 수 있다(이 

방법에 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해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과 산편성

(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 지침서를 보라).

∙질병부담에 한 연구들(DALYs 사용을 포함)은 질환으로 인한 기 사망률과 

장애의 정도를 이용하여 정신질환과 신체질환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정신질환 사이의 비교도 가능하다. 

∙심층면 과 주요그룹면담에 기 한 질  연구들은 정신보건서비스와 련한 

소비자들의 기 와 서비스 만족도에 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Arjonilla, 

Parada & Pelcastr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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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이 정신보건의 어느 역에 사용되었는

가에 한, 형평성  분배와 련된 연구는 정책수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개인 면 과 보건 문가들과의 주요 그룹 면담은 정책의 변화에 거부 인 

잠재  역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정신보건서비스 내의 기능과 문제

들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

2) 신속한 평가조사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차 분석은 일반 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부분의 국가

들은 사망률,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의료기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주요 정보제공자와의 간단한 면 이나 환자, 가족, 보호자, 보건 문가를 포

함한 집단 면 은 은 비용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다. 보건정보시스템

으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들과 함께 이런 방법으로 얻어진 정보는 자료들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다면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행정구역과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의 가용한 자원에 한 황도(mapping)가 

사용될 수 있다. 

간단한 면담과 집단

면담, 그리고 보건

정보시스템으로부

터 얻어지는 자료들

은 자료가 타당하

고 신뢰할 만하다

면 정신보건정책

을 수립하는 데 매

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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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효과적인 전략을 위한 근거를 수집한다                       

일단 정신보건에 한 주민들의 욕구에 한 사정을 마치고 나면, 효과 인 

략과 개입에 하여 근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지역 서비스기 을 방문하거나 

해외연수, 는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 국가나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근거

체 국가의 약 60%가 정신보건정책을 갖고 있으며, 약 70%가 정신보건 로그

램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WHO, 2001b), 지역의 경험으로부터 요한 근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 계획, 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이 과정들을 평가해야 한다. 

정신보건과 련된 시범사업, 특별히 이 에 평가되어 왔던 부분에 한 시범사

업은 정책형성의 기 를 닦기 한 매우 훌륭한 정보원이다. 성공 일수도, 혹은 

실패일수도 있는 경험은 매우 귀 한 자료를 제공해 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루어

질 수 있는 문제에는 정신질환의 방  조기 개입에서의 1차진료의 역할, 보건

역 이외의 역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증환자를 한 지역사회 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범사업 외에도 일반 보건서비스나 정신보건 , 환자와 가족, 비정부기  그리

고 기타 역을 통해 시행된 몇몇 흥미로운 활동들이 있다. 이러한 활동의 부분

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잘 기획되거나 평가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보건부의 정신보건담

당자는 정책에 기반을 둔 최상의 실행이 무엇인지 배우기 해 련 시설과 로그

램을 방문해야 한다.

정신보건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몇몇 흥미로운 지

역의 경험들이 있

다.

중요한 근거들은 

국가의 이전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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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나라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근거

다른 나라나 지역, 특히 유사한 문화 , 사회경제  특성을 가진 다른 곳은 

정책의 실행에 한 좋은 사례를 보여 다. 특히, 정신보건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나라나 지역은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3) 문헌으로부터의 근거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의 정신보건정책의 평가에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한 를 알기 해서는 이 책의 부록을 참조하라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 Australia, 1997; Cohen & Natella, 

1995; De Jong, 1996; Goering, Cochrane, Lesage et al.,1997; Montejo & Espino, 1998; 

Planning Commission, Pakistan, 1998).

    3단계 자문과 협상                                           

정신보건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정치 인 과정이다. 작게는 기술 인 행동

과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포함된다. 특정한 가치 과 심, 능력, 강 과 약 을 

갖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며, 많은 상호작용

과 갈등, 상이 있게 된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의 에서 정신보건의 미래와 목표, 변화가 필요

한 역을 정하거나, 우선순 와 자원이 갖추어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충분하지 못한데, 이는 

해당 지역의 수용능력과 참여과정, 기타 계자들과의 력 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재원이 낭비되거나 무능함과 의존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보건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매

우 정치적인 과정

이다.

다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문헌들은 

국가나 지역의 정

신보건정책에 대

한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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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이 성공하려면 보건부 스스로가 각각의 단계에서 자문과 상에 

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때로는 련 문가를 참여시켜 그들에게 향을 미치게 

될 문제에 한 주도권을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의 발달은 고 정책에서, 그리고 

어떤 것은 기 서비스 단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고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경우, 

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 에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사회는 정신보건과 련된 가치와 원칙에 해 숙고하고, 이를 이루기 해 

타당하다고 입증된 여러 략들을 고려해야 한다(Driscoll, 1998).

가장 어려운 과정들  하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계자들이 공통의 비 에 

해 합의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로 다른 계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한 욕구를 바라보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문헌들마다 정신보건에 

해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어떤 자들은 정신건강이란 

마음과 정서, 행동이 양호한 상태인데 이는 다른 역의 활동에 의해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다른 자들은 정신보건의 이슈는 

보건 역 내에서 정신질환과 그와 련된 치료와 재활의 문제에 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부의 역할은 다양한 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안 의 

경험에서 얻어진 근거들을 기반으로 그들의 이 잘 반 되어 있는 제안을 만들

어내는 것이다. 정신보건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해 계자 다수 사이의 극 인 

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건부에 있는 정신보건 문가들은 정신보건 계자들에게 새로운 정책의 수

립과 실행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계자의 는 <표 2>를 보라). 

지역사회 안의 어느 구든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정신보

건과 관련된 가치

와 원칙에 대해 숙

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부는 정신보건

관계자들이 새로운 

정책 수립과 실행

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독려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과정중 

하나는 다양한 배경

을 가진 관계자들

사이에 공통의 비전

을 얻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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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가족 : 환자들과 가족의 대표자 또는 협회, 자조 모임, 환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옹호 집단

 
∙일반보건 및 정신보건 전문가들 : 노조 또는 전문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나 

여러 유형의 일반보건 및 정신보건 기관 대표자들

  
∙서비스 제공자 : 일반보건과 정신보건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관의 관리

자 및 행정가

  
∙정부기관 :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통상산업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건설부, 사회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지자체, 의회의 대

표를 포함

  
∙학회 :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기타 보건전문가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

 
∙전문가협회 :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일반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

사 등

 
∙영리 및 비영리 비정부기관 : 정신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

관과 특히 환자의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관

  
∙전통의료 인력 : 전통의료종사자, 목사, 승려 등 종교 관련 인력 및 대체의료 종사

자들

  
∙종교기관

  
∙소수민족 대표집단 등의 기타 특정 이익집단 

  
∙기타 

  예) 국가나 지역의 지도자, 정치가, 정당, 노동자조합, 사업공동체

 

 * 이 들은 실행을 한 특별한 권유사항은 아님.

    <표 2>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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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이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해 정치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서는 정책당국자들로 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부담의 정도와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 정도, 정신보건서비스의 비용-효과에 해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개발을 해 의사소통에 한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새로운 정신보건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 인 

결과에 한 이야기뿐 아니라 재의 정책과 서비스의 부 성에 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다루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는 흔히 환자와 가족, 그리고 

비정부기 의 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  지지를 얻기 한  다른 략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우선순 로 고려

하는 문제를 악하고, 문제의 해결을 해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폭력, 마약 매, 정신보건서비스에 한 불만, 정신장애

인의 권리 등이 있다. 이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국가정책에 반 된다면 정신보건의 

요소들이 함께 반 될 수 있을 것이다(Freeman, 2000).

정책은 향력을 끼치기 한 투쟁이다. 다양한 사상의 맥락 안에서 악되어야 

하며, 체 인 사회의 구조  조직과 련이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의 개발을 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성원들이 극 으로 참여해야 한다. 드리스

콜(Driscoll, 1998)은 의를 해 투쟁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력해나가는 그룹, 

정치가, 공공서비스 련 인력, 사회지도층, 언론, 지역사회 체와 외부 인 요소 

그리고 검토와 평가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4단계 다른 국가와의 교류                                     

세계 으로 볼 때 정신보건정책의 발 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 

보건부의 정신보

건전문가들이 정

책의 개발을 위해 

정치적 지지를 얻

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와 가족, 비정

부기관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지지

를 표현할 수 있다.

정책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투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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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정신보건정책 개발의 기초 

▪주민들의 욕구는 연구(역학조사 또는 질적 조사)와 신속한 평가조사(정보시스템, 짧은 

면접, 토론집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근거는 이전의 정책에 대한 평가, 지역에서의 경험, 다른 나라의 

정책, 문헌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관계자와의 자문과 협상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을 부여하고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다른 나라나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정책개발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앞선 나라로

부터 최근의 발 에 해 배우고 발 이 더딘 나라로부터는 창조 인 경험과 비

용의 개입방법들에 해 배울 수 있다.

정신보건정책이 형성되는 기 단계에서는 국제 인 문가도 도움이 된다. 어

떤 국가에 한 그들의 지식은 주민들의 정신건강 욕구에 한 범 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지역의 비경험을 유효하게 만들어  수 있다. 그런 문가들의 자문

이 있을 때, 새로운 략과 개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긴다. 정책의 실행단계에

서는 변화에 한 보건부의 평가에 국제 인 문가들의 의견이 도움을  수 

있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는 다른 나라, 특히 문화 ·사회 인 배경이 유사한 

나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지속 인 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국제기 , 특히 기술 인 도움을  수 있는 WHO와 긴 한 계를 유지해야 

한다.

보건부가 다른 국

가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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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정책에 대한 비전, 가치, 원칙, 목적을 정한다

일단 주민의 욕구가 확인되고, 효과 인 정책에 한 근거가 모아지고, 자문과

정이 진행되면 정신보건정책의 주요 내용에 한 결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세계보건 보고서(WHO, 2000)에는 보건정책의 세 가지 목 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신보건정책의 비 과 가치, 원칙과 목 을 정하는 기 로 사용될 

수 있다. 

∙주민의 건강증진 : 가장 기본 인 보건시스템의 목 이다. 물론 보건 분야 이외

의 다른 역들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1차 인 

목 은 아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함: 이 사회  목 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 속의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기 하는 바와 련된 것이다. 

∙질병－건강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호 제공: 이 목 은 모든 사회시스템과 공유

되는 것이다. 이는 보건서비스가 사회 으로 제공되는가, 혹은 개인 인 서비

스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한 재정조달 방식과 련된다. 세 이

나 사회보험 는 개인보험을 통한 선지불 방식이 이용자 직 지불 방식보다 

선호된다.

2.5.1 정신보건정책의 비전 결정

정신보건정책의 비 은 주민의 정신건강 리가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형태와 재원조달 

방식이 포함된다. 비 은 정신보건 역에 해여 국가나 지역이 요구하는 높은 

기  수 을 반 하며, 이와 동시에 가용한 자원  기술을 고려한 실 인 것이

어야 한다. 정신보건정책의 주요 요소들은 수년에 걸쳐 정책이 성공 으로 실행된 

비전은 정신보건

의 전반적인 미래

상, 서비스의 형태

와 재원조달을 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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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 비 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여러 정신보건 계자들의 감수성에 호소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 의 정신보건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를 들면, 남아 리카의 정신보건에 한 비 은 포 인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서비스를 국가, 지방, 지역, 그리고 지역사회 수 에서 계획하고 조정하

며, 다른 보건서비스들과 통합해내는 것이다(Department of Health of South Africa, 

1997). 이 에서 정신보건 시스템의 환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 포 이고, 통합된 서비스

∙ 실행 심의 서비스

∙ 실  가능한 서비스

∙ 한 자원과 정신보건서비스를 하게 계획하고 리하는 인력의 의사

결정능력

∙ 환자의 권리와 욕구에 한 심의 증가와 련하여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2.5.2 정신보건정책의 가치와 원칙

가치와 원칙은 정부가 목 과 목표를 정하고, 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기 가 된다. 가치와 원칙이 정책에 항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정책의 

기 에 깔려 있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의 문화사회  공동체는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한 그들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와 원칙을 

따를 것인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 인 차원이나 련 행정부처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공통된 가치와 원칙, 그리고 

비전은 국가나 또

는 지역의 여러 관

계자들에게 동기

를 부여해야 한다. 

가치와 원칙은 정

부가 목적을 세우

는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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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나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 인 환경에 따른 실 인 측면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보건부의 문가들은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지속 으로 언 함으

로써 정신보건정책이 일 성, 통일성, 포 성, 연속성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정신건강 옹호운동이 발달한 결과로 다른 국 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보건정책의 몇몇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이를 해서는 지침서 ｢정신보건

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를 보라).

<표 3>은 다양한 국가, 주, 도 등의 정신보건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와 

원칙들에 한 를 보여주고 있다. 

2.5.3 정신보건의 목적

보건정책의 세 가지 종합 인 목표는(WHO, 2000a) 정신보건정책의 목표 수립에 

같이 용될 수 있다.

∙주민의 건강증진 : 정신보건정책의 목 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이다. 이상

으로는 삶의 질, 정신  기능, 장애, 이환율, 사망률과 같은 정신보건의 지표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 으로 정보시스템이 열악하

기 때문에 서비스 근성이나 이용률과 같은 몇몇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를 

사용할 수도 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함: 이 목표는 인간에 한 존 (인권, 존엄, 비 보장, 선택

의 자율권)과 내담자 심의 근(환자의 만족, 한 심, 편의시설의 질, 사회  

지지망에 한 근성, 제공자의 선택) 모두와 련이 있다.

∙질병－건강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호 제공: 정신보건과 련된 이슈에는 지역 

간 자원분포의 형평성, 향정신성 약물의 유용성, 일반보건과 정신보건 서비스

목표: 주민의 건강

증진, 일반 주민들

의 기대에 부응함, 

질병-건강 비용

에 대한 재정적인 

보호 제공

보건부는 정책의 

가치와 원칙을 지

속적으로 언급함

으로써 일관성, 통

일성, 포괄성, 연

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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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의 건강증진

가치 원칙

심리적 안녕 ∙정신건강 증진은 사회복지 및 교육 서비스 내로 통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발전과의 연계 및 각 분야들 사이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보건과 정신보

건은 분리될 수 없다

∙정신보건은 일반보건시스템 내에 통합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가급적 종합병원에 입원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치료 ∙환자는 가능한 제한이 적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치료를 하기 전 지역사회에서의 대안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함

가치 원칙

지역사회 참여 ∙환자들은 서비스의 계획, 제공,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자조집단과 옹호 집단이 권장되어야 한다.

문화적 상대성 ∙서로 다른 문화의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통의료종사자와 비공식적인 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여성, 아동, 노인, 빈곤층은 특별한 정신보건 전략의 대상집단이 

되어야 한다.

3. 재정적인 보호 제공

가치 원칙

접근성과 형평성 ∙지리적 위치, 경제적인 상태, 인종이나 사회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정신보건서비스는 일반 보건서비스와 동등해야 한다.

* 이 들은 실행을 한 특정 권유사항은 아님.

* 출처: WHO(1987, 1996); Ministry of Supply and Services(Canada, 1988); Mental Health Division, Alberta 

Health(Canada, 1993); Planning Commission(Pakistan, 1998); Department of Health(UK, 1999); 

Thornicroft & Tansella(1999); Freeman(1999); Ministry of Health(Chile, 2000).

    <표 3> 정신보건정책에서 가치와 원칙의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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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 정신보건정책의 내용 

▪비전 : 국가나 지역의 정신보건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가용한 자원과 기술에 따라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한다.

▪가치와 원칙 : 정부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전략과 실행과정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된다. 

▪목적 : 주민의 건강증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함, 질병-건강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호 

제공

의 형평성, 체 보건 산 가운데 정신보건에 한 한 할당 등이 있다.

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된 정신보건의 목 에는 다음의 와 같은 

것들이 있다.

∙ 환자들은 입원시설에서 포 인 지역사회 기반 로그램으로 퇴원시킨다

(탈수용화).

∙ 정신건강 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근거 심, 비용 효과 인 치료방법

을 제공한다.

∙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킨다.

∙ 정신보건서비스를 일반보건서비스 내로 통합한다.

∙ 정신보건 혹은 련 분야의 자발 인 움직임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한다.

∙ 정신건강 증진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을 방한다.

    6단계 실행 분야를 결정한다                                   

다음 단계는 정신보건정책의 목표를 실행 분야로 환하는 것이다. 정신보건정

책이 효과 이기 해서는 다른 분야가 함께 발 되어야 한다. 이에 포함되어야 

정신보건정책은 

다른 분야의 발전

이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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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2. 법률과 인권

3. 서비스의 조직

4. 인적 자원과 훈련

5. 증진, 예방, 치료와 재활

6. 필수 의약품의 조달 및 분배

7. 옹호

8. 질적 향상

9. 정보시스템

10.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평가

11. 타 분야와의 협력

              <표 4> 정신보건정책의 실행을 위한 주요 분야

하는 분야는 나라나 지역, 역사 인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 개발된 정책의 부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공통된 분야가 있다. 이들은 

<표 4>에 열거되어 있으며, 뒤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 다. 

어느 분야가 더 요한가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신보건정책

은 이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역과 략의 선택은 정책 개발 이 의 

모든 단계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 해야 한다.

2.6.1 재정

이 시리즈의 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지침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하고 지속 인 재원조달은 정신보건정책의 실행에 있어 가장 필수 인 

요소  하나이다. 재정이란 자원을 기 구조 형성, 기술 획득, 서비스의 달, 

인력개발을 해 배분하는 기 이 되며, 보건부가 정책을 실 시키고 정신보건서

비스와 그 결과물을 개발하고 형성해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재원조달은 정신

보건정책의 실행

에 있어 가장 필수

적인 요소 중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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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의 부담정도에 상응하는 정신보건을 

한 정한 재원확보를 해 극 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신보건을 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은 필수 이며, 지역과 인구집단, 서비스와 로그램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요하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 인지를 정의해가며, 정신보건

시스템 내에서 재정의 분배에 한 지침을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 

바람직한 정신보건 재정의 일반 인 특징은 2001년 세계보건 보고서(WHO, 

2001a)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재정  국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들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

을 나 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도와 으로써 재정 인 부담

을 분산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세 에 정신보건서비스 비용을 포함시키

거나 사회보험과 같은 선지불 방식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한 구체 인 방법

이다.

정신보건정책에는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한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형태: 재정 으로 어떤 서비스에 우선순 를 부여할 것인가? (병원치

료 vs. 지역사회 리, 1차진료 vs. 문진료, 증진/ 방 vs. 치료/재활) 서비스의 품질

에 한 비용을 고려할 때 우선순 가 근성을 기 으로 부여된 것인가?

∙표적 인구: 특정 인구집단에 우선순 가 주어져야 하는가? (아동 vs. 성인, 경도의 

정신질환자 vs. 증의 정신질환자들, 일반 인구 vs. 학 받는 여성이나 노인, 극빈층, 

장애인, 쟁피해자, 소수 원주민, 이주민과 같은 취약 집단)

∙지리적인 지역: 지역의 특정한 욕구가 있는가? (도시 vs. 농 , 정신질환자를 한 

서비스가 없는 지역 vs. 자연재해의 험이 높은 지역)

건강한 사람은 서

비스가 필요한 사

람들의 부담을 나

누고, 부유한 사람

들은 가난한 사람

들의 부담을 도와

주어야 한다.

모든 정부는 그 사

회에 존재하는 정

신질환의 부담정

도에 상응하는 정

신보건을 위한 적

정한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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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지침서를 

참조하라.

2.6.2 법률과 인권

정신보건정책의 개발은 정책이 수립되거나 실행되는 방식에 따라서 인권을 증

진할 수도 있고 반 로 침해할 수도 있다. ｢정신보건법령과 인권(Mental Health 

Legislation and Human Rights)｣ 지침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정

책의 기본 원칙과 가치, 목 을 기술하고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제정은 환자

의 존엄과 그들의 기본 인 인권을 보호하기 해 필수 이다(WHO, 2001a).

법률제정을 해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를 아래에 제시하 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침서 ｢정신보건법령과 인권(Mental Health Legislation and Human Rights)｣을 참

조하라). 

∙보건 영역에서의 환자들의 권리: 가능한 덜 제한 인 치료방법의 선택, 비 보

장, 고지된 동의, 자의입원과 강제입원, 자의 는 강제 인 치료, 정기 인 

평가체계, 권한

∙보건 이외 영역에서의 환자들의 권리: 주거, 고용, 사회보장, 민·형사법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신생아와 부모 간 유 , 1차진료에서의 정신

보건, 아동학 와 가정 폭력, 알코올과 약물에 한 근 제한, 소수 원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정신보건 분야는 인권 인 법률제정에 한 요구가 매우 강하다. 환자들은 다양

한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보호와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일단 그들이 이러한 보호

를 받더라도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권리가 침해받을 험이 높으며, 

그런 험 가능성은 신체 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 높다. 더욱이 정신질

법률제정은 환자

의 존엄과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보

호를 보증하기 위

해 필수적이다.

정신보건 분야는 

인권법률제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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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한 방  서비스와 정신건강의 증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많다. 정신보

건법령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제정은 1차 인 혹은 문 인 서비스 모두에서 정신건강 리의 기 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다. 보건부나 지역보건

과가 한 문집단과의 력을 통해  근거 심의 진료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 

2.6.3 서비스의 조직

서비스는 정책이 사람들에게 달되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조직

은 정신보건정책의 요한 역이다. 효과 인 정신보건서비스를 달함으로써 

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하게 조직된 서비스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수 있다(｢정신보건서비스의 조직(Organization of Services for 

Mental Health)｣ 지침서를 보라).

2001년 세계보건 보고서(WHO, 2001a)에 따른 정신보건서비스의 효과 인 네트

워크 개발을 진시키기 한 3가지 주요 략은 다음과 같다. (1) 형 정신병원 

주의 환자 리 방식 탈피 (2)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개발 (3) 정신보건서비

스와 일반보건서비스의 통합[더 상세한 내용은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직(Organization 

of Services for Mental Health)｣ 지침서를 보라].

￭ 대형 정신병원 위주의 환자관리 방식 탈피: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 정신병원이 주요 자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러한 상황이 변화

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병원의 자원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로 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Alarcon & Aguilar-Gaxiola, 2000). 즉, 외래 재활 로그램, 주간보

호센터, 주거시설 등이 만성 증 환자를 해 개발되고 있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개발: 몇몇 선진국에서 포 인 지역사회서비스의 

법률제정은 정신

건강 관리의 기준

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효과적인 정신보

건서비스를 전달

함으로써 프로그

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병원의 자원을 지

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 전환하

려는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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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통해 탈수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임상 인 결과, 서비스에 한 

만족도, 삶의 질에 있어 향상을 가져왔다(Health Canada, 1998).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포함된다.

∙ 증 환자를 한 사례 리와 극  지역사회 치료

∙24시간 기개입 서비스

∙입원치료에 한 안으로서의 주간병원(외래환자 용 병원)

∙왕진

∙주거지원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주간활동을 한 기회 제공

∙소비자모임과 자조 모임에 한 지원

∙가족 지원

￭ 정신보건서비스와 일반보건서비스의 통합: 이러한 통합은 환자에 한 낙인을 

이고 보건자원을 보다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이 이 있다. 통합

은 1차진료기 과 종합병원, 양쪽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보건과의 정신

보건 담당자는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정신질환에 해 교육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정신보건 문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 인 보건의

료시설에서 정신질환에 한 낙인을 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나라에서 얻은 경험은 근이 쉽고 효과 인 정신보건서비스를 개발하기 

해서는 1차진료와 2차진료 사이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연결고리는 사례에 한 논의, 복합 인 문제를 가진 환자에 한 평가, 임상 

지침에 한 동의,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배우는 시간, 의뢰와 역의뢰 과정의 개선, 

행정 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1차진료와 2차진료

의 연계는 접근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을 돕

는다.

정신보건서비스를 

일반건강서비스로 

통합시키는 것은 

환자에 대한 낙인

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 삶의 질

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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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인적 자원과 훈련

인  자원은 정신보건 시스템의 가장 요한 자산이다. 건강 리시스템의 실행

은 결국, 서비스 달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식, 기술 그리고 동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WHO, 2000a). 정부는 정신보건  교육을 한 기 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정신보건정책에서 인  자원 개발을 해 여러 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략을 수립할 때는 일반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요인

들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최 의 정신보건정책을 개발하기 해서는 재의 인  자원의 수와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한 가까운 미래에 필요하게 될 인력을 추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 를 들면, 5년 는 10년 후. ｢정신보건 인력과 훈련(Human Resources and Training for 

Mental Health)｣ 지침서 참조). 

정신보건 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범주와 수는 매우 다양하다. 정신보건

과 계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WHO, 2001a).

∙일반의

∙신경과  정신과 문의

∙1차진료 는 지역사회 리 인력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련 정신보건 문가들

∙ 통의료 인력

2.6.5 증진, 예방, 치료와 재활

포 인 정신보건정책은 증진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1차, 2차 방과 련된 여러 서비스에 한 효과성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WHO, 1999; WHO, 2001a).

증진을 한 출발 은 정신보건정책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가장 당한 출발

정책은 현재의 인

적 자원의 수와 형

태를 확인하고, 미

래에 필요하게 될 

자원을 추산해야 

한다.

포괄적인 정신보

건정책은 증진에

서 재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범주

의 활동이 포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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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한 평가와 사회, 문화, 성, 연령, 발달상의 특징으로

부터 얻어진 정보를 기 로 한다. 이러한 역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으로 한다.

∙정신질환과 건강상태를 결정짓거나 지속시키는 요인들( : 빈곤과 낙인)

∙인구 집단( : 체 인구집단이나 연령별, 성별, 특정한 험이나 취약성을 가진 

인구 집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를 들면, 직장, 학교, 보건서비스와 가족 

∙특정 건강문제, 행동 문제 는 특정 정신질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방, 치료와 재활은 정신보건정책에 있어 상호보완

인 략이다. 정 인 결과를 얻기 해 이들 모두가 필수 이다. 하지만 정신

건강 증진은 치료와 정신질환의 방, 그 이상으로 교육, 노동, 법률, 주거, 기타 

복지 분야의 역할이 요하며, 고유한 역을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 

보건부는 정신건강 증진보다는 방, 치료, 재활에 한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

는 데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2001년 세계보건 보고서(WHO, 2001a)는 우울증, 

알코올의존, 약물의존, 정신분열병, 간질, 치매, 정신지체, 과잉운동장애, 자살에 

이용할 수 있는 방, 치료, 재활에 한 근거를 잘 요약해놓았다(부록 1의 <표 

16>). 

2.6.6 필수 의약품의 조달 및 분배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을 통한 증 정신질환의 리에 있어 유의한 발 이 있었

기에 그 구매와 분배를 정신보건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의 사용

은 입원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리에 한 요성을 강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필수 의약품은 주민의 정신건강을 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 것들이다. 

향정신성 약물은 

환자의 고통을 줄

이고 삶의 질을 증

진시키는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다.

정신건강 증진은 

예방과 치료를 넘

어서 여러 분야들 

간의 책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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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치료의 효과, 안 성, 해당 국가와 지역의 자원 수 에 한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WHO, 1993a, 1993b). WHO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근과 

사용의 개선(Improving Access and Use of Psychotropic Medicines)에 한 지침서를 

개발할 정이다. 

1차진료에서 향정신정 약물의 합리 인 사용을 진하기 해 제시된 다섯 가

지 필수 단계가 문 인 진료에도 용될 수 있다:

∙제한된 수의 조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보건 문가에 한 훈련과 로그램

실행을 진시킨다. 

∙이용 가능한 약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것은 량구매와 국내 생산에 도움이 

되며, 상 으로 렴하고 지속 인 약품 공 과 정한 질 리를 가능하게 

한다. 

∙약품사용과 관련한 업무의 구분을 단순화한다: 이것은 처방과 조제를 의사와 

약사로부터 보건  내의 다른 성원에게 임하는 것을 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것은 약물치료에 한 순응도와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것은 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약물의 남용을 제한

하기 한 안 장치와 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2.6.7 옹호

소비자가 옹호 집단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Health Canada, 1998). 여기에는 질병이

나  치료에 한 지식과 기술의 강화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과 보건서비스 이용횟수

의 감소가 포함된다. 다른 가능한 이 들로는 자존감의 향상, 안녕감의 증진, 처

기술의 향상, 사회  지지망의 강화, 가족 계의 향상 등이 있다.

소비자가 옹호활

동에 참여하는 것

이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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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가족, 옹호 집단은 정신보건정책의 수립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의 는 아래와 같다(칠  보건부, 2000).

∙해당 국가나 지역사회의 유지, 언론 등으로 하여  정신질환의 요성을 인

식하게 할 수 있다.

∙정신보건서비스에 한 주민의 욕구와 기 를 확인하고 달할 수 있다.

∙좋은 치료와 서비스에 한 근과 같은 환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하고, 보다 나은 정신보건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얻기 해 사회

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신건강 교육과 상호 간의 지지를 제공해  수 있다.

∙차별을 없애며 사회  치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  변화를 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정신장애자를 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신보건정책은 보건부가 옹호에 해 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야 한다(지침서 ｢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참조). 보건부는 

직  옹호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들의 권리에 향을 끼칠 

수 있고 동시에 옹호를 해 헌신하는 소비자와 가족, 비정부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간 으로 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 보건부는 언론과 함께 많은 

옹호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

2.6.8 질 향상

정신보건정책이 효과 이기 해서는 질  향상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

건강 증진, 방  활동, 환자에 한 치료와 재활에 있어 정 인 결과를 얻기 

해선 필수 이다. 한 질을 시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히 이용하도록 

하며 서비스의 오남용을 일 수 있게 한다. 질에 한 평가는 정책, 계획, 로그

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속 으로 개선하기 한 내부 인 기 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 수 의 질 유지와 모니터링, 개선을 한 구체 인 방법을 정신보

정책은 보건부가 

옹호에 대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

다.

질을 중시함으로

써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오고, 제한

된 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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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책의 한 부분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편은 아래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지침서 ｢정신보건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for Mental Health)｣에 있다). 

∙서비스 제공자나 조직에 한 인증

∙ 로그램, 시설, 서비스의 기

∙임상지침(개발, 보 , 실행)

∙실행 평가(환자와 가족의  포함)

∙지속 인 질 개선

∙결과에 한 모니터링

∙환자 교육  가족 교육

세계보건기구(WHO)는 몇몇 문헌을 통해 이 과정에 기여해왔으며, 가장 주목할 

것은 정신건강 리에서의 질 보장: 검표와 용어집(WHO, 1994)이다. 이런 형태

의 문헌은 보건부와 지역보건과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 을 

통해 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지침서 ｢정신보건의 질 향상

(Quality Improvement for Mental Health)｣을 보라). 

2.6.9 정보시스템

정신보건정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지표들, 효과 인 치료, 방과 증진을 한 

략, 그리고 정신보건 자원 등에 한 신뢰할 만한 최신 정보에 기 하여 수정되

어야 한다. 정책은 로그램의 수정과 갱신을 해 정기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WHO, 2001a).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은 비 유지를 보장하고 정보에 근하기 한 합리 인 

차를 개발하기 해 소비자, 가족들과 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정보의 표 화

는 지역의 정보시스템과 기   환자들이 옮겨간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 과 행정

구역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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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와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담당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자원과 기술

인 능력의 수 에 따라 기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모니

터링과 평가가 가능하다(지침서 ｢정신보건 정보시스템(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s)｣ 참조). 

정신건강 련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의 정도: 알코올과 약물 남용,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

자 수 등

∙정신질환의 비율: 발생률과 유병률, 병원에서 퇴원 시의 진단명과 1차진료 

는 문기 에 자문하 을 때의 진단

∙정신장애로 인한 결과: 장애 정도와 사망률

∙인적 ․ 물적 자원의 수: 정신보건 교육을 받은 1차진료 인력, 정신보건 문가, 

병상수, 주간 병원(외래환자 용 병원)의 치, 사회 복귀 훈련시설, 보호시설, 

약물치료

∙서비스의 질: 시설과 로그램들이 기 에 얼마나 합한지의 여부, 처방의 

형태, 순응도, 재활 로그램 참여율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병원 입원율  재입원율, 평균 입원기간, 병상이용률, 

외래진료 환자수, 사례 등록된 회원 수, 주간서비스 장소

∙비용: 서비스 비용(병원 하루 입원비, 보호시설 하루 입소비, 보건 문가와의 면담

비), 시설 운 비, 투자보수, 이송비, 간 비

∙성과: 증상 호 도, 삶의 질, 기능 수 , 소비자의 만족도, 탈락률, 재발률

2.6.10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평가

연구에 한 투자와 연구 결과의 범 한 보 은 정신질환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방의 가능성, 보다 나은 치료와 서비스에 한 정보를 얻어가기 해서 

요하다. 지난 십년에 걸쳐 이러한 주제에 한 인식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 히 

알려지지 않은 변수가 많이 있다(WHO, 1998b; WHO, 2001a).

기초적인 정보시

스템을 통해 얻어

진 자료들은 정책

의 모니터링과 평

가에 유용하다.

일련의 정신보건

지표가 필요하다.

연구는 정신질환

의 정도와 원인, 

그리고 예방의 가

능성, 보다 나은 

치료와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폭넓

게 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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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세계보건 보고서(WHO, 2001a)에는 정신보건정책을 개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신보건 연구의 주요 역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역학 자료는 주민의 정신건강에 한 평가, 험요인과 보호 인 요소에 

한 확인, 우선순  결정, 공공보건서비스에 한 평가를 해 필수 이다.

￭ 치료, 방, 증진사업의 결과에 한 연구는 보다 효과 이고 비용효율 인 

약물학 , 심리 , 정신사회  개입방법의 개발을 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최선이고, 구에게 합한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 정책과 서비스에 한 연구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정신보건시스템의 개

과 탈수용화를 이끌어내기 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다른 우선 인 

연구 주제로는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를 한 다양한 교육의 효과, 통의료의 

치료 효과, 그리고 근성, 형평성, 치료 결과에 미치는 다양한 정책 결정의 향 

등이 있다.

￭ 정신질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보다 많은 연구와 치료, 방, 증진 로그

램의 경제성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책의 기 를 해 정신보건 연구에 한 많은 요구가 

있다. 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정신질환 리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국가 간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정책을 통해 주민의 기본 인 욕구에 한 반응으로 정신보건연구에 한 우선

순 가 정해진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건연구에 사용되는 일반 기  가운데 정신보건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연구기 의 비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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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연구 문가에 한 훈

련을 장려한다.

∙ 학이나 유사기 에서 국립정신보건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선진국 는 국제기 과 력 인 연구 과제를 시행한다.

2.6.11 타 분야와의 협력

보건 분야 이외의 몇몇 분야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향을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정신보건정책에는 이들 서비스와 정신건강에 한 향이 고려되어

야 한다. 여기에는 복지, 종교, 교육, 주거, 고용, 법률, 경찰, 그리고 기타 사회 

서비스가 포함된다. 타 분야와의 력은 인력 리  훈련, 직업건강과 안 을 

한 서비스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서비스도 포함하며, 이 모두는 정신건강에 

향을 미친다. 

부분의 정신보건정책은 서로 다른 분야 간의 권리와 책임의 배분에 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타 분야와의 력이 요한 경우로 교육과 노동 분야가 있다. 

“직장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정신질환의 방이 요한 환경이다. 아이들의 정신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해 헌신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정신

건강 증진은 스트 스 처방법, 자존감의 증진, 유해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

하는 법, 자녀양육 방법에 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WHO, 1998a).

학교 정신보건 분야에서 방  증진을 한 활동의 는 다음과 같다(칠  

보건부, 2000).

∙인권과 공동체 의식을 존 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에 필요한 처기술에 한 지식을 고양시

킨다.

∙자존감을 증진하고 정서 인 교류를 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의사소통, 갈등해결, 남녀평등을 한 사회기술을 개발한다.

∙건강한 생활방식과 자기 리 기술을 강화시킨다.

보건 분야 이외의 

몇몇 분야도 주민

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부 간의 권리

와 책임의 배분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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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약물남용, 폭력행동, 험한 성행  등을 방한다.

∙학습, 정서, 행동상 문제가 있는 소아를 발견하고 도와 다.

∙정신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을 1차진료나 문기 에 의뢰한다.

노동 분야와의 력 역시 요하다.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 일의 역할에 한 

인식이 차 늘어나고 있다. 개인 인 정체성이나 자존감, 사회  인지에 한 

일 자체의 질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직업 환경이 이들 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해서는 부분의 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므로 정신보건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부 간의 책임에 한 분배를 잘 고려해

야 한다.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수 을 높이기 해 효과 이라고 밝 진 주요 

략은 다음과 같다(WHO, 2000b).

∙직무 스트 스에 한 처행동과 스트 스 리를 포함하여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사회복지  재취업 로그램을 통해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한다.

∙직장 내 정신질환에 한 인식도를 높인다. 즉, 조기 치료와 직장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도록 근로자를 돕는 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법률 으로 정신질환에 한 반 차별법을 제정하고,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해 사업주를 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심리사회  재활 로그램, 직업기술 개발, 고용과 기업에 한 지원 등을 

포함한 재활 인 증 정신질환자들을 직장에 재복귀시키기 한 체계를 

만든다.

타 분야와의 력을 해 고려해야 하는 다른 요소는 정신보건정책을 개발하

기 한 자문과정에서 언 한 계자들이다(62쪽의 <표 2>를 보라).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 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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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다른 분야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필요한 역에서의 활동들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실행에 책임이 

있는 모든 계자들이 명확해야 하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수 이다. 앞서 기술된 계자들은 이들 역할과 책임을 결정할 때에 고려되

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기관 : 우선 정부의 계자 가운데 가 정신보건정책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부수반이나 보건부 장

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보건정책은 다음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을 정해야 한다.

∙보건: 정책, 규정, 평가, 방, 치료의 개발

∙교육: 학교 정신보건과 련된 증진  방활동

∙고용: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  방활동

∙사회복지: 재활, 특수 상자에 한 지원, 연

∙주거: 장애인을 한 주거 지원

∙법률: 수감 인 상자의 치료와 재활, 정신질환자를 한 별도의 리체

계

∙교육기관 : 정신보건 인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보건부가 수련기 을 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 들은 정신보건정책에 명시된 로 주민의 

정신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는 데 집 해야 

한다. 

∙전문가 협회 : 정신보건정책은 이들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 기 이 자격증을 발 하고 임상 , 윤리  지침을 

만듦으로써 정신보건 문가의 업무를 조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보건전문가와 정신보건전문가 : 정신보건정책은 실무자들이 계획에 참여

하는 정도를 정하고, 서로 다른 서비스에 있어 실무자들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정신보

건에 관여되어 있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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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실행 영역과 역할, 책임 

▪ 재정은 정책을 실현시키고 정신보건서비스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강력한 도구다.

▪ 법령 제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 분야에서 증진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소비자, 가족, 옹호 집단은 정신보건정책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정신보건정책에는 지역사회 관리와 탈수용화, 일반보건서비스와의 통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신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다.

▪ 타 분야와의 협력, 정보시스템, 연구, 평가, 질 향상, 필수 약품, 인력과 훈련에 대한 방침을 

정신보건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역할과 책임 : 정부기관,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비정부기관, 보건전문가 등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소비자와 가족 : 여러 나라에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조직이 차 

증가하고 있다. 정신보건정책은 계획과 평가과정에 있어 이들의 력을 포

함해야 한다. 이들의 역할  어떤 것이 우선순 가 있는지도 물론 명시되어

야 한다( 를 들면, 옹호, 자조,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 정신보건정책은 공공  민간 부분에서 재원의 조달방안을 

명시할 수 있다.

∙비정부기관 :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비정부기 의 역할은 부분의 

국가나 지역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전통의료 인력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통의료 인력은 유용한 자원이며, 그들

의 윤리 , 기술 인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정신보건정책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국가 A (인구 1천만 명)

▪보건전문가 및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신질환, 간질, 정신지체가 주민의 

주요 정신건강 욕구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증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한해 2개의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며, 외래치료는 전문의가 있는 4개 도시(인구의 40% 거주)에 한정되어 

있다.

▪전문가는 20명의 정신과 의사, 30명의 임상심리사, 80명의 정신과 간호사(그들 시간의 

약 30~50%가 개인진료나 강의에 소요)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보건정책

1. 비 : 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질환, 간질, 정신지체에 대한 우선적인 욕구에 따라 예방

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관리를 제

공한다(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하다).

2. 대부분의 관계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치와 원칙

∙정신건강은 신체건강과 구분될 수 없다: 정신건강관리는 1차진료기관으로 통합되어

야 한다.

∙지역사회 관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가족과 이웃의 도움 아래 가급적 집에서 

치료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화적 상대성: 전통의료 종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접근성: 경제적인 상태나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1차진료에 대한 접근

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목 : 각각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주민 기대에 대한 반응, 재정적인 보호를 고려한다.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고 그로 인한 장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 1차진료를 통해 치료받는 환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하여

    <표 5> 자원 수준이 낮은 국가를 위한 정신보건정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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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의 예                                                

<표 5>와 <표 6>은 두 개의 가상 국가에 한 정신보건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표 5>는 정신보건 자원이 부족한 국가 A를 한 정신보건정책의 이며, <표 

6>은 정신보건 자원이 보통 수 인 국가 B를 한 정신보건정책의 이다.



4. 우선적인 실행 역

∙법령제정과 인권 : 중증환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으므로 이들의 권리를 명시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정: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정신보건을 위

한 추가예산이 1차진료에 배분되어야 한다. 

∙연구와 평가: 1차진료환경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비용-효과적인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조직화: 1차진료팀과 2차진료 서비스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증진, 방, 치료, 재활: 다음의 우선순위가 논의되었다

 적절한 산전관리, 안전한 분만, 백신접종, 초기아동기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

를 통해 뇌손상을 예방

 훈련된 가족과 이웃의 도움하에 정신질환과 간질을 가진 사람들을 1차진료 환경

에서 치료

∙인력: 정신보건전문가의 부족과 농촌지역에서 전통의료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우선순위가 논의되었다:

 1차진료 인력은 정신보건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전통의료 인력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을 통해 1차진료팀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예들은 실행을 위한 특정 권유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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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B (인구 1천만 명)

▪ 1차진료에 내원한 성인에 대한 역학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유병률이 조사되었다.

우울증 18%, 불안장애 12%, 알코올 남용 및 의존 10%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특정 집단들은 급성정신질환을 가진 성인, 자살행동, 

학습장애와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였다.

▪몇몇 1차진료기관이 이들 정신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비정부기관은 

생활기술이나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보건 자원은 두 개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하나의 대형 정

신병원과 종합병원 내 입원 병동이 2개 있다.

▪정신과 의사 100명, 임상심리사 40명, 정신보건 간호사 250명, 작업치료사 40명이 정신

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표 6> 자원 수준이 중간 정도인 국가를 위한 정신보건정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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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

1. 비  : 초등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증진과 1차진료에서의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다루

어질 것이다.

2. 가치와 원칙 : 비전에 맞추어 두 가지 방향의 가치와 원칙이 합의됨.

∙심리적 안녕: 정신건강 증진이 보건 이외의 영역의 활동에 통합되어야 한다.

∙정신보건과 일반보건, 지역사회 관리의 불가분성 : 정신보건은 일반보건 시스템 내

로 통합되어야 하며, 소비자와 가족의 참여와 더불어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이 개발되

어야 한다.

3. 목  : 각각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 재정적인 보호를 고려

∙학교아동의 생활기술 향상, 우울증의 유병률 감소, 알코올금단의 합병증 감소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사회보험 및 개인보험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동등성 보장

4. 우선적인 실행 역

∙법령제정과 인권: 정신보건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자의 사회복지혜택

을 위한 법령이 추가로 필요하다.

∙재정: 특수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

서비스를 1차진료서비스로 통합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조직: 우울증과 자살,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에 대한 선별 검사 및 조기 

치료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스템의 지원 아래 1차진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 의약품: 이들 서비스를 1차진료기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향정신성 

의약품의 공급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타 분야와의 력: 보건부와 다른 두 분야 사이의 협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교육: 학교에서 정신건강 증진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옹호: 보건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있어 정신보건의 위치를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정신보건서비스의 계획과 평가에 있어 소비자와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비스 질 향상: 1차진료는 질적으로 과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이 예들은 실행을 위한 특정 권유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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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보건계획 수립

정신보건정책이 수립되고 공식 으로 승인되면, 정책개발 과정에서 설정된 목

표를 실행하기 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책개발을 해서는 주민의 욕구에 

한 정보, 근거 수집, 자문, 상,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필요하며, 계획 

을 수립해가면서 이들을 이용하고 더 늘려가야 한다. 자문과 상이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하고,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정신보건계획을 해 

필요한 략, 활동, 일정, 지표, 목표, 자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1단계 주요 전략과 일정을 정한다

략은 국가나 지역의 정신보건계획의 핵심이다. 사실 많은 국가에서 정신보건

계획을 “ 략  계획” 는 “ 략”이라 부르고 있다. 략은 주어진 상에 해 

정신보건정책을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련의 행동을 나타낸다.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합하도록 잘 고안된다면 정신보

건정책은 보다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략은 종종 SWOT 분석을 통해 세워지게 된다. 즉, 재 정신보건서비스  

전략은 국가나 지

역의 정신보건계

획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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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과 련한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신보건서비스와 로그램의 강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실무자의 동기, 보건 이외 타 분야와의 력, 시범사업의 성공 인 결과물, 정신

보건을 뒷받침하는 법률, 가족과 소비자 조직, 옹호 집단, 유용한 인  자원( : 

통의료 인력, 간호조무사, 정신보건 인력,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로그램과 서비스의 약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신보건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정신보건에 해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일반보건 , 1차진료와 문진료 사이의 력부족으로 인해 단 된 보건시스

템,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의 부재, 질 향상을 한 활동의 부족 등.

∙국가 정신보건정책 개발을 한 기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신병원의 열악한 조건과 인권 침해에 해 일반인들의 인식, 우선순 를 새롭

게 세워가는 보건시스템 개 과정, 폭력과 약물남용이 늘어나는 것에 한  

경고 등.

∙국가 정신보건정책 개발에 한 위협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신질환에 한 심한 낙인, 재정  기와 높은 실업률; 정신보건 이외의 문제

에 집 되어 있는 여론 등.

이러한 SWOT 분석의 기 에 따라 보건부 정신보건과는 다음 단계들을 취해야 

한다. 

1. 정신보건 정책 가운데 각각의 실행 역에 한 주요 계획을 열거한다(<표 

4> 참조). 이 목록에는 한 어떤 부처가 정신보건정책에서 정의된 역할, 책임에 

따라 각각의 계획에 책임을 질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서비스와 프

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한

다.

정책과 계획의 수

립에 대한 기회와 

위협을 알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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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분야   전략

1. 재정 ∙늘어난 정신보건 자원을 중증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사용

한다. 

∙정신보건서비스를 1차의료에 통합시키기 위한 특별예산을 세운다. 

∙세 가지 주요 정신보건서비스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2. 법령제정과 

인권

∙법령은 강제입원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만든다.

∙산모와 아이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입법부에 제안한다.

3. 서비스의 

조직

∙정신질환자 대다수가 1차진료를 통해 치료받도록 하고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사례는 10% 미만으로 한다.

∙정신보건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사례와 의뢰절차를 논의

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 

∙정신병원 자원들을 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팀으로 이동시킨다.

4. 인적 자원과

훈련

∙현재 정신보건 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추정치와 비교한다.

∙모든 정신보건전문가는 대학에서 국가의 정신보건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자격증을 가진 모든 정신보건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해

야 한다.

∙모든 1차의료 인력은 정신보건에 대한 연수교육을 받는다.

    <표 7> 정신보건계획을 위한 전략 예시

2. 이  단계에서 제시된 각각의 계획을 실행하기 한 주요 략을 세우기 

해 정신보건  공공분야의 문가와 함께 집 으로 논의할 시간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 앞서 언 한 강 , 약 , 기회, 에 한 SWOT 분석이 필요하다.

3. 두 번째 단계에서 제안된 략의 우선순 를 정하고, 각각의 활동 역에 

해 2~3개의 략을 선택한다(<표 7>). 선택된 20~30개 략들에 해 다시 

우선순 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몇 가지 략이 높은 우선순 로 선택될 

수도 있고, 략 체가 우선순 에 따라 세워질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계자 

표에게 극 으로 자문하고 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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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우울증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 총기와 유독물질의 통제를 포함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정신지체를 위한 예방(요오드, 임산부여성을 위한 음주상담)과 정규

학업 과정으로의 통합,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정신건강 증진과 과잉운동장애의 조기 치료가 포함된 학교 프로그

램을 신설한다.

6. 필수 약품 ∙우울증, 정신병, 간질 치료를 위한 의학품 처방은 1차의료로 통합한

다(각각의 질환에 대해 두 가지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을 통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수입하고, 저렴한 가격으

로 공급한다.

∙고가의 항우울제는 품질관리하에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7. 옹호 ∙소비자와 가족협회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낙인과 차별에 대한 공공캠페인을 시범지역에서 실시한다.

∙정신보건전문가는 옹호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8. 질 향상 ∙입원, 주간병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보호시설 등에 대한 기준

과 인증규정을 만든다.

∙소비자와 가족협회에게 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평가에 대하여 자문한다.

∙1차진료에서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결과를 평가한다.

9. 정보시스템 ∙정신보건 서비스 내용이 국가 보건정보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되도

록 한다.

∙정신보건 전문가의 수와 정신과 병상 수에 대한 정보를 해마다 갱신

한다.

∙1차진료를 이용하는 정신과 환자수와 외래 내원 일수를 2주 동안에 

걸쳐 매년 등록하도록 한다.

10. 조사와 평가 ∙국가 정신보건정책을 위한 시범지역을 5년에 걸쳐 평가한다.

∙전문가 3명을 선진국의 대학과 협력하여 정신보건정책의 평가에 대

해 훈련받도록 한다.

∙보건연구기금 중 5%를 정신보건에 투자한다.

11. 타 분야와의 

협력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들에 대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사업을 

개발한다.

∙노동부와 공동으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노동부와 함께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지원고용 시범사업을 개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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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들 사이의 조율이 필요한데, 를 들면, 정신과 시설로부터 충분한 산이 

지원되는 지역사회 로그램으로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 즉 탈수용화를 가장 요

한 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를 가정해보자. 이 목표는 ( 근성과 치료의 질의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 의 기 에 부응( 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것

을 선호), 재정  보호 제공( 를 들면 장애수당을 지 함으로써)과 부합되는 것이다. 

그 후 실행을 해서는 여러 활동분야 내, 그리고 활동분야 간 략의 조율이 

필요하다.

탈수용화는 분명 ‘서비스의 조직’ 분야의 주된 심사이지만, 련 있는 분야의 

력을 필요로 한다. 를 들면,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퇴원시키기 해서는 산이 

필요하고, 인력의 훈련과 지역사회로의 재배치, 지역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한 옹호활동, 필수 의약품의 확보와 배분, 주거, 복지, 고용 분야 기 들의 력

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실상, 탈수용화와 같은 매우 근본 인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가 일어날 때는 <표 4>에서 언 된 각각의 역이 모두 비되어 있어야 하고 

각 분야에 한 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서비스 조직

∙장애가 은 환자를 비시켜 정신병원에서 가장 우선 으로 퇴원시켜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사회 재활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간 보호센터는 집 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해 세워져야 한다.

재정

∙정신병원으로부터 지역사회 로그램으로 재정이 이동되어야 한다.

∙기 출연기 으로부터 추가 인 재정이 필요하다. 

인력 및 훈련

∙1차진료 의사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계획의 실

행은 많은 활동 영

역 내에서, 그리고 

활동 영역 사이의 

조율된 전략을 필

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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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문가는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감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옹호

∙탈수용화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한 낙인이 사라져야 한다.

필수의약품의 확보와 분배

∙모든 진료시설에서 향정신성약물의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 

타 분야와의 협력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해 지역사회 보호시설이 있어야 한다.

실 으로 탈수용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해서는 다른 분야뿐 아니라 활동이 

필요한 분야 내에서도 더 많은 략이 필요하다.

 장에서 기술한 우선순 를 정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지역의 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 이라 생각되는 략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목록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주어진 시간 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정신보건계획을 실행하기 해 소요되

는 기간은 일반 으로 3년~8년 정도이다. 

하지만, 각각의 략에 한 일정도 명시되어야 한다. 략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략은 지속 으로 유지되어야 하지

만 어떤 략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략이 시작되어야 하는 해부터 완 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첫해에는 어떤 략을 실행하고, 이어서 어떤 략을 

더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정에는 각각의 

전략의 시작시점

과 기간이 명시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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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략의 실행 정도

1년 2년 3년 …

전략 1 100% 계속 진행

전략 2 100% 종결

전략 3 50% 100% 종결

전략 4 50% 100%

전략 5 33% 66% 100% 계속 진행

… 

    <표 8> 정신보건계획의 일정표 예시

<표 8>은 국가 혹은 지역 정신보건계획의 일정을 세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략 1은 첫해부터 실행되기 시작해서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된다. 략 2는 나 에 시작되어 제한된 기간 동안 실행된다. 이런 략은 

일반 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략 3은 제한된 기간 동안 용되지만, 부분

으로 시작하여 2~3년이 지난 후에 완 히 실행된다. 략 4는 나 에 부분 으로 

시작되어 계속 유지된다. 략 5는 계획의 기부터 진 으로 시작하여 역시 

계속 유지된다.

략을 결정하고 일정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세부 인 실행 계획이 정해지기 

까지는 여 히 불완 하다고 할 수 있다. 략의 목표가 필요하며, 략이 달성

되었는지를 나타내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한 필요한 모든 활동, 소요비용, 

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도 요하다. 한 구체 인 일정도 정해져야 한다. 

단계 2부터 단계 4까지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계가 항상 

연속 으로 일어나지는 않으며 실제로는 상호의존 이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도 종종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를 들면 활동은 목표와 지표에 향을 

미치지만, 목표와 지표, 활동 모두는 사용가능한 자원의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신보건계획은 

어떻게 실행할 것

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불완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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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지표와 목표를 정한다                                   

일단 략이 결정되면 계획이 효과 이었는지를 후에 평가하기 해 구체 인 

목표와 지표(indicator)가 필요하다. 

앞서 언 했듯이 략은 달성되어야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한 정해진 일정이 있어야 한다. 한 각각의 활동이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명확해야 한다. 

‘서비스의 조직’의 첫 번째 략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9> 참조). 장애 수

이 낮은 환자를 비시켜 정신병원으로부터 퇴원시키려 한다면, 가능한 많은 환자

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만약 모든 시설에 있는 

환자의 20%를 1년 안에 퇴원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이 목표는 다른 략을 한 

목표들, 를 들면, 필요한 지역사회 재활 로그램의 수와 장소, 퇴원한 환자를 

해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 지역사회에 배치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산이 병원으

로부터 지역사회 로그램으로 이동할 것인지와 같은 목표들과 나란히 진행시켜

야 한다. 여러 활동들이 단지 각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해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력이 매우 요하다. 즉, 20% 퇴원이라는 목표는 그  환자를 

병원에서 내보냄으로써 상 으로 쉽게 달성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 환자들은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게 

될지 모른다.

략은 구체 이고, 실행 가능하며, 측정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신보건

계획을 세울 때 략이 실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한 지표가 필요하며, 이것은 

종종 략을 개발하는 시 에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필요로 하게 한다. 를 들면, 

장애 수 이 낮은 환자의 20%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정이라면, 우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의 장애 수 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유용할 경우에만, 나 에 목표

전략은 달성되어

야 하는 확실한 목

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정해진 일정

이 있어야 한다.

정신보건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전

략이 실현되었는

지 아닌지를 평가

하기 위한 ‘지표’

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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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수치나 백분율이 사용하기에 좋은 지표이지만, 모든 결과가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낙인의 감소에 한 지표는 올바르게 

고안된 태도조사 는 특정집단에서의 토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 등을 통해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략에 한 지표는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3단계 주요 활동을 결정한다                                    

포 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특정 략을 실행하기 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각각의 활동에 해 가 책임이 있는가?

∙각각의 활동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어떤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활동이 끝난 후에야 가능한 

활동은 무엇인가?

∙각각의 활동으로부터 기 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각각의 활동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잠재 인 장애물이나 지연 요소는 

무엇인가? 이들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가?

복잡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략에 한 간단한 표를 만듦으로써 

이 질문들을 상 으로 쉽게 다룰 수 있다(<표 9> 참조). 이 과정은 한 다양한 

활동 역뿐 아니라 기존의 목표를 단일한 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세부 활동을 목록화시켜야 하는 요한 이유로 두 가지가 있다. 가장 요한 

것은 요한 단계가 락되지 않았는지 목표를 이루기 해 필요한 각각의 구성요

소가 주의 깊게 고려되었는지를 확실히 하기 해서이다. 둘째로 계획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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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에 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 속에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규모 활동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진행을 확인해가면서 목표가 달성되

어가고 있음을 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의욕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활동은 계속된 일정 안에서 계획되어야 하고, 이 일정이 실 이고 도달가

능하다면 성취를 통해 계속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을 월별로( 는 분기별로) 나눔으로써 각각의 

활동을 실 인 일정표 안에 체계 으로 배열할 수 있다. 월별계획이나 기타 

정기 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어떤 활동이 다른 활동이 종료된 후에 뒤따라야 하는

지, 한 어떤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거나 는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지를 확실히 규정할 수 있다. 일정에 따른 활동을 나열하고, 체 인 목표와 비교

함으로써 연  계획이 실 가능하고 실 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활동들을 1년에 걸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를 들면, 체계 인 방법과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이 한 해의 특정 시기에만 집 되고 다른 

시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매달 진행상황과 연간 계획을 성취하기 해 특정 기간에 해야 할 일을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활동에 해 책임자가 구인지 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 가’ 해야 하는지에 해서도 언 해야 한다. 

참여자가 다양하다면 이들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에 있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은 특정한 활동에 해 방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측하는 일이다. 이것은 일정에 따라 활동이 끝나지 못했을 

때, 변명을 하기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장애물들을 상하고 제거하기 한 

것이다. 한 계획의 검토와 승인에 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어떤 활동이 왜 

특정한 시간에 행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각의 전략에 대

한 활동 목록을 작

성해야 한다.

계획을 월별로 세

움으로써 활동의 

일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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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했듯이 ‘계획’에 한 목표는 종종 ‘성과(outcome)’에 한 측정 도구인 

‘지표(indicator)’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활동’에 해서는 

구체 인 ‘결과물’이 필요하다. 다른 활동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안, 특정 활동

은 기 했던 결과물을 얼마나 효과 으로 만들어냈는지로 평가될 수 있다. 

    4단계 비용, 가용한 자원, 예산을 결정한다                        

보건부의 정신보건과에서는 정신보건계획을 해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기 

해 다음의 차들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계획에 한 각각의 략을 한 산 작성이 포함된다(｢정신보건서비

스 달을 한 계획과 산편성｣ 지침서를 보라). 

1. 우선순 의 략 각각에 해 필요한 비용과 매년 실행될 계획의 총비용을 

산정한다. 건강비용은 보통 산, 인력, 소모품( 를 들면, 약품과 실험실 연구 등) 

등을 포함한다. 물리  자본은 건물, 장비, 차량을 포함하는데 이는 간헐 인 지출

로서 매년 정신보건계획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물리  자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례 인 지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국가에서 인건비는 

보건 분야에 쓰이는 체 비용의 2/3 는 그 이상을 차지하며, 이것은 정신보건계

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기

(일반조세), 사회보험, 후원 , 개인보험과 가계지출이 섞여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사법, 주거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정신보건을 한 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계획을 실행해가는 동안 매해마다 정부나 민간기 이 정신보건 분야에 편성

할 수 있는 산에 따라 략과 활동을 조정한다. 

4. 계획의 실행에 한 모니터링과 평가 후에 매년 일정과 자원에 한 계획을 



100｜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

요점 : 정신보건계획 수립 

▪ 계획은 정책 과정, 즉 주민들의 욕구, 현재 서비스에 대한 정보, 근거, 다른 국가와의 

교류, 상담과 협상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기초로 각각의 실행 영역에 

대한 전략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 우선순위의 전략 각각에 대해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정을 

세운다.

▪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활동에는 그 과정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진행될 것인가

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계획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각각의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표와 

지침을 세운다.

▪ 각각의 전략에 대한 비용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 

▪ 전략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물리적 자본, 소모품을 결정한다.

다시 세운다. 경험을 통해 계획을 실행할 때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정신보건시스템 

략을 해 필요한 실제 비용, 그리고 정례 인 지출을 알 수 있다. 종종 정치  

상황과 향력을 행사하는 계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일정과 자원을 조정해야 

할 때도 있다. 

계획에 한 비용을 산출하는 상세한 방법은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

획과 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다.

모든 계획에 한 평가는 필수 이다. 평가방법은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과 산편성｣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추가 인 정보는 WHO에서 제작 

인 정신보건정책과 서비스에 한 연구  평가에서 볼 수 있다. 

우선순위 전략 각

각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매년 실행

될 계획의 총비용

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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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수
용
화
 
목
표
에
 대

한
 
세
 
가
지
 전

략
의
 
예
시

 
 

 
이

 예
들

은
 ｢

서
비

스
의

 조
직

, 
인

적
 자

원
과

 재
정

(O
rg

an
iz

at
io

n
 o

f 
Se

rv
ic

es
, 

H
u

m
an

 R
es

ou
rc

es
 a

n
d

 F
in

an
ci

n
g

)｣
에

서
 인

용
한

 것
이

다
. 
각

각
의

 활
동

 

영
역

 
안

에
서

 
각

각
의

 
전

략
에

 
대

해
 
이

와
 
유

사
한

 
세

부
계

획
을

 
수

립
할

 
필

요
가

 
있

다
. 
이

 
계

획
은

 
1
년

 
동

안
 
유

효
하

다
.

 
 

 
목

 
: 
정

신
병

원
의

 
환

자
수

를
 
줄

이
고

 
지

역
사

회
서

비
스

를
 
받

는
 
사

람
의

 
수

를
 
늘

린
다

.

 
 
 
활
동
 
분
야
 
: 
서
비
스
 
조
직

 
 
 

략
 
1

: 
장

애
수

준
이

 
낮

은
 
환

자
들

을
 
준

비
시

켜
 
정

신
병

원
에

서
 
퇴

원
시

켜
야

 
한

다
.

 
 
 
목

표
: 

장
애

수
준

이
 
낮

은
 
환

자
의

 
2

0
%

를
 
퇴

원
시

킨
다

.

 
 
 
지

표
: 

정
신

병
원

에
서

 
퇴

원
한

 
환

자
의

 
비

율
 

활
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책
임
자

결
과

잠
재
적
 장

애
물

기
존

의
 
연

구
를

 
통

해
 

입
원

환
자

의
 
장

애
 
정

도
 

평
가

•
•

지
자

체

정
신

보
건

담
당

자

지
방

보
건

과

장
애

수
준

이
 낮

은
 환

자
 2

0%
 선

별

장
애

 평
가

 도
구

가
 적

절
하

지
 않

을
 수

 

있
음

.

장
애

수
준

이
 
낮

은
 

2
0

%
 

환
자

의
 
가

정
환

경
 
평

가
•

•
지

자
체

 정
신

보
건

담
당

자

가
정

방
문

 실
행

가
족

들
이

 
환

자
가

 
집

으
로

 
돌

아
오

는
 

것
을

 원
치

 않
아

 비
협

조
적

일
 수

 있
음

.

이
 
환

자
들

 
가

운
데

 
누

가
 

가
족

에
게

 
돌

아
갈

 
수

 

있
으

며
, 
누

가
 
시

설
을

 

필
요

로
 
하

는
지

 
결

정

•
•

지
자

체
 정

신
보

건

담
당

자

집
으

로
 돌

아
가

게
 될

 

사
람

과
 시

설
을

 필
요

로
 하

는
 사

람
의

 명
단

매
우

 소
수

의
 환

자
들

만
이

 그
들

의
 가

족
에

게
 돌

아
갈

 수
 있

음
.

퇴
원

프
로

그
램

 
실

행
•

•
•

•
•

•
병

원
 관

리
자

개
별

 환
자

를
 대

상

으
로

 프
로

그
램

 실
행

병
원

 인
력

이
 환

자
의

 퇴
원

을
 준

비
시

키
는

 기
술

을
 갖

고
 있

지
 못

함
.

주
거

시
설

 
이

용
이

 

가
능

하
도

록
 관

련
 부

처
와

 

협
력

•
•

중
앙

 보
건

부

주
택

관
련

 부
처

주
택

관
련

 부
처

와
 

합
의

에
 도

달

주
택

관
련

 부
처

가
 정

신
장

애
우

를
 위

한
 

주
거

시
설

을
 제

공
할

 수
 없

음
.

주
간

보
호

센
터

 
설

치
를

 

위
해

 비
정

부
기

관
과

 협
력

•
•

지
자

체
정

신
보

건
담

당
자

주
간

보
호

센
터

와
 

관

련
하

여
비

정
부

기
관

과
합

의
를

 이
룸

주
간

보
호

센
터

 운
영

방
법

을
 알

고
 있

는
 

비
정

부
기

관
이

 없
음

.

조
직

화
된

 
지

역
사

회
 

서
비

스
로

 
환

자
를

 
퇴

원
•

•
•

•
•

지
자

체
정

신
보

건

담
당

자
와

병
원

관

리
자

환
자

들
이

 

지
역

사
회

로
 퇴

원

지
역

사
회

 프
로

그
램

이
 환

자
들

을
 퇴

원

시
키

기
에

 
유

용
하

지
 
못

하
며

 
예

산
의

 

이
동

이
 없

음
.



 
  

목
 
: 

정
신

병
원

의
 
환

자
수

를
 
줄

이
고

 
지

역
사

회
서

비
스

를
 
받

는
 
사

람
의

 
수

를
 
늘

린
다
. 

 
 
 
활
동
 
분
야
 
: 
인
력
과
 
교
육

 
 
 

략
1

: 
1
차

진
료

 
의

사
는

 
정

신
적

인
 
문

제
를

 
가

진
 
사

람
들

을
 
진

료
할

 
수

 
있

어
야

 
한

다
.

 
 
 
목

표
: 

정
신

보
건

서
비

스
를

 
일

반
보

건
서

비
스

의
 
한

 
부

분
으

로
 
제

공
하

기
 
위

해
 
지

역
사

회
 
내

에
서

 
의

사
 

2
0
명

과
 
간

호
사

 
5

0
명

을
 
교

육
시

킨
다
.

 
 
 
지

표
: 

교
육

받
은

 
지

역
사

회
 
내

 
의

사
 
및

 
간

호
사

의
 
수

활
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책
임
자

결
과

잠
재
적
 장

애
물

5개
 지

역
의

 보
건

담
당

자
와

 

모
임

을
 가

짐
•

•
보

건
부

담
당

자
와

목
적

에
 

합
의

지
역

담
당

자
가

 정
신

보
건

에
 우

선
순

위

를
 두

지
 않

음
.

지
역

의
 책

임
자

는
 각

 

지
역

에
서

 교
육

받
을

 의
사

 

4명
과

 간
호

사
 1

0명
 지

정

•
•

지
역

 관
리

자

(이
름

을
 기

입
)

교
육

받
은

의
사

와
 

간
호

사
 명

단

정
신

보
건

에
 관

한
 교

육
을

 받
을

 만
한

 

의
사

나
 
간

호
사

가
 
없

거
나

 
정

신
보

건
 

업
무

를
 원

하
지

 않
음

.

교
육

을
 실

시
하

기
 위

해
 

대
학

과
 계

약
을

 맺
음

•
•

시
도

 공
무

원

(이
름

을
 기

입
)

교
육

 내
용

과
 일

정
에

 

대
한

 책
임

에
 대

하
여

 

합
의

를
 이

룸
.

대
학

들
이

 자
체

적
인

 교
육

과
 연

구
 활

동
에

 참
여

하
고

 있
음

.

각
 지

역
에

서
 교

육
 실

시
•

•
•

•
•

대
학

교
/대

학
일

정
에

 따
라

 교
육

 

완
료

지
역

 내
에

 훈
련

프
로

그
램

을
 위

해
 이

용
할

 수
 있

는
 자

원
이

 불
충

분
함

.

교
육

받
은

 1
차

진
료

 인
력

에
 

대
한

 지
원

과
 감

독
•

•
•

•
•

•
•

•
지

역
 내

 정
신

과
 의

사
 

및
 정

신
과

 간
호

사

감
독

 및
 지

원
에

 대
한

 

기
록

지
역

 내
 이

동
수

단
이

 마
땅

치
 않

아
 전

문
적

인
 관

리
감

독
이

 제
공

되
지

 못
함

.

어
떤

 환
자

들
이

 통
합

된
 

정
신

보
건

서
비

스
를

 받
고

 

있
는

지
에

 대
한

 평
가

조
사

 

계
획

•
•

연
구

기
관

과
 

국
가

부
처

조
사

에
 대

한
 동

의
와

 

계
획

평
가

를
 할

 인
력

이
 없

음
.

모
니

터
링

과
 평

가
 시

작
•

•
연

구
기

관
조

사
 시

작
지

역
의

 책
임

자
가

 연
구

자
들

이
 자

료
에

 

접
근

하
는

 것
을

 허
용

하
지

 않
음

.



 
  

목
 
: 

정
신

병
원

의
 
환

자
수

를
 
줄

이
고

 
지

역
사

회
서

비
스

를
 
받

는
 
사

람
의

 
수

를
 
늘

린
다
.

 
 
 
활
동
 
분
야
 
: 
재
정

 
 
 

략
1

: 
예

산
이

 
정

신
병

원
으

로
부

터
 
지

역
사

회
 
프

로
그

램
으

로
 
이

동
되

어
야

 
한

다
.

 
 
 
목

표
: 

활
동

 
1과

 
2
에

서
 
산

정
된

 
바

에
 
따

라
 
균

형
적

인
 
자

원
이

 
이

동

 
 
 
지

표
: 

지
역

사
회

 
내

에
서

 
정

신
보

건
서

비
스

를
 
위

해
 
이

용
할

 
수

 
있

는
 
자

원
들

활
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책
임
자

결
과

잠
재
적
 장

애
물

시
설

 내
 관

리
에

 있
어

 

환
자

 
1
인

당
 
비

용
 

산
정

•
•

보
건

부
 내

의
 재

정
 

담
당

부
서

산
정

된
 
비

용
비

용
이

 
없

음
.

병
원

이
 

2
0

%
 
적

은
 

환
자

수
를

 
갖

게
 

되
었

을
 
경

우
 

절
감

되
는

 
비

용
을

 

산
정

•
•

•

보
건

부
 내

의
 재

정
 

담
당

부
서

지
불

된
 
비

용
2

0
%

 환
자

를
 퇴

원
시

킴
으

로
써

 얼
마

나
 많

은
 금

액
이

 절
감

되
는

지
에

 
대

한
 
이

견

환
자

가
 
퇴

원
하

였
을

 

때
 
절

감
된

 
비

용
을

 

병
원

으
로

부
터

 

지
역

사
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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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 (<표 5>와 동일)

 실행 영역 : 법령제정과 인권

략: 환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제정

목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을 2년 내 제정

지표: 새로운 정신보건법 제정

활동(첫 1년 내):

 • 국제인권문에 반하는 현재의 법률 검토

 • 유사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 검토

 • 법령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모임 조직

 • 법령의 초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람

  실행 영역 : 자금조달

략: 1차진료 환경에서 예방적·치료적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배분

목표: 1차진료 환경에서 예방적·치료적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해 현재 예산보다 30% 증액

지표: 1차진료 환경에서 예방적, 치료적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해 배분된 예산 비율

활동: 

 • 일반보건서비스와 정신보건서비스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보건부와 접촉

 • 특정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

보 수집

 • 선별된 기관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양식 준비

  실행 영역 : 조사와 평가

략: 자금지원과 평가에 있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1차진료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

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

목표: 시범사업을 완수하고 평가

지표: 1차진료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시범사업의 연구 결과

    <표 10> 자원 수준이 낮은 국가의 정신보건계획에 있어 우선적인 전략

정신보건계획의 예                                                

<표 10>과 <표 11>은 <표 5>와 <표 6>에서 언 되었던 두 개의 가상 

국가의 정신보건계획에 있어 우선 인 략의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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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특정한 정신건강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결정

 •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구를 위한 동의 획득

 • 연구를 위해 연구비신청서 양식 준비

 • 연구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

 • 연구 결과는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보고서 작성

  실행 영역 : 서비스의 조직

략: 정신보건전문가(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과 간호사를 포함)는 1차진료 인력

에 대한 지도감독과 1차진료 인력으로부터 의뢰되는 환자 담당

목표: 모든 정신보건전문가 가운데 75%가 1차진료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1차진료 인력으로부터 대상자를 의뢰받음.

지표: 지도감독과 의뢰를 담당하는 정신보건전문가의 비율

활동: 

 • 지도감독과 의뢰를 받는 문제에 대해 정신보건전문가와 협의

 • 합의된 내용을 정신보건계획으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 마련

  실행 영역 : 정신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략: 간호사가 포함된, 정신질환 및 간질 환자에 대한 1차 건강프로그램

목표: 1차진료에서 50%의 간호사가 항정신병 약물과 항전간제 투여

지표: 1차진료에서 항정신성 약물과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간호사의 비율 

활동: 

 • 간호사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어려움 논의

 • 교육기관과 지역보건 책임자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

 • 보건전문가에 대한 교육 시행

  실행 영역 : 인력과 교육

략: 지역사회 정신보건 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목표: 1년 이내에 인구 백만 명(million)당 3명의 간호사를 교육시키고, 10년 이내에 인구 

백만 명당 20명의 간호사 교육 

지표: 백만 명당 정신보건간호사의 수

활동: 

 • 새롭게 개교한 간호학교에서 정신보건간호사 교육 시작

 • 교육과정은 1차진료 상황에서 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

   

* 이 예들은 실행을 위한 특정 권유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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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B (<표 6>와 동일)

  실행 영역 : 법령제정과 인권

략: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

목표: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일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50%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애수당을 받게 함.

지표: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일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를 가진 사람 가운데 장애수당

을 받는 사람의 비율

활동: 

 • 장애수당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도구 개발

 • 보건기관과 언론을 통해 장애수당의 유용성 홍보

 •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이 장애수당에 적합한지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복지부 및 재정부와의 협조하에 장애수당 지급 시스템 구축

 • 10곳의 시범지역에서 평가 시작

  실행 영역 : 예산

략: 1차진료기관에서 정신보건을 위해 매년 순환되어왔던 비용을 새로운 예산으로 대

체함.

목표: 1년 이내에 순환비용의 절반까지 새로운 예산으로 대체하고, 2년 내에 동등한 수

준으로 조성함. 

지표: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해 새로 편성된 예산

활동: 

 • 목표 기간 내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재정 담당부처와 협상 지속

 • 분배된 자원이 정신보건을 위해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역보건 

관리와 논의

 •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

템 마련

  실행 영역 : 서비스의 조직

략: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병원의 자원 활용

목표: 예산, 인력, 소비재 가운데 10%를 1년 이내에 1차진료 서비스로 분배, 2년째는 

40%, 3년 내에 70%를 분배 

지표: 1차진료 서비스에 분배되는 예산, 인력, 소비재의 비율

활동: 

 • 노동조합, 정신병원 책임자, 약품도매상, 소비자 및 가족협회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표 11> 자원 수준이 중간 정도인 국가를 위한 정신보건정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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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해 논의

 • 전략의 실행을 위해 담당자를 교육하고 준비시킴.

 • 환자로 하여금 퇴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퇴원시킴.

  실행 영역 : 필수의약품

략: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가 지역 내 보건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목표: 우울증, 정신병적 증상, 불안장애 치료제가 향후 1년 이내에 지역 수준에서 50%, 

1차진료 수준에서 30%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2년째는 각각 80%와 50%에 

이르도록 한다. 

지표: 우울증, 정신병적 증상, 불안장애 치료제의 이용 가능성

활동: 

 • 의학품 보급 및 예산 담당자, 소비자 대표와 함께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모임을 갖고 

지역 수준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목록을 작성함.

 • 목록을 회람하고 의견을 수렴함.

 • 1차진료 및 지역수준에서 계획의 실행을 조율하기 위해 1차진료 서비스 책임자와 모

임을 계획함.

 • 초기에 계획을 실행하기로 선택된 항목에서 약물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함.

  실행 영역 : 타 분야와의 협력

략: 공립학교에서 생활기술 훈련을 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

목표: 3년 이내에 공립학교의 50%, 6년 이내에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 

지표: 생활기술훈련을 시행하는 공립학교의 비율

활동: 

 • 학교 내 생활기술 훈련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논의

 •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적절한 팀에게 프로그램 개발 의뢰

 • 시범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프로그램 조정

 • 교육부는 실행 과정에서 대상학교의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함.

  실행 영역 : 옹호

략: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정신보건서비스의 계획과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목표: 4년 이내에 모든 1차진료기관,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서비스 계획과 실행에 있어 

소비자와 가족이 참여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35%까지 달성

지표: 정신보건계획과 평가가 환자 및 가족의 참여하에 시행되는 기관의 비율

활동: 

 • 국가 차원에서 환자 및 가족의 대표들에게 자문하고 계획에 대한 합의를 얻음. 대표자

들에게 계획을 각 지역단위의 지부에 홍보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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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및 가족의 참여가 적극적인 지역을 찾아내어 그들을 서비스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킴.

 • 보다 많은 환자가 서비스 계획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 환자 및 가족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된 교훈과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알림.

  실행 영역 : 질 향상

략: 정신보건에 있어 1차진료기관의 임상지침, 표준, 인증기준 등을 보건영역의 전문

가협회와 공동으로 개발

목표: 1년 이내에 특정 상황에서의 임상지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표준과 

인증기준을 2년 이내에 개발

지표: 특정 상황에서의 임상지침, 표준, 인증기준의 유용성

활동: 

 • 1차진료기관을 위한 임상지침, 표준, 인증기준 등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전문가협회

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

 • 보건부의 전문가팀과 전문가협회를 지정하여 현재의 근거 중심 진료를 기초로 초안 

작성

 • 초안을 회람하고 의견 수렴

 • 승인기준에 대한 법적승인을 얻기 위한 과정 실행

 * 이 예들은 실행을 위한 특정 권유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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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

정신보건정책은 가치와 원칙, 목 에 을 맞추고 있다. 정신보건계획은 구체

인 기획이며, 정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과 계획을 통해 국가는 정신보

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목표를 실 할 

수 있다. 정신보건계획은 정책을 명확한 략 , 기능  요소의 집합으로 만들며, 

이 요소들은 국가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그 지만, 이러한 계획

과 함께 특정한 로그램을 정신보건 역에 도입하는 것도 종종 도움이 된다. 

보건부 담당자를 포함하여 정신보건계획을 세우는 이나 개인은 그들의 업무 

역에(그리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업무 역 내에) 새로운 로그램들이 도

입되고 실행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우선순 가 결정되고 특정한 문제가 먼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해서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이 우선순 를 장기 인 정신보건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혼란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거나 이 에 우선순 를 정해왔던 과정

으로부터의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되며 정신보건서비스 개발에서 필수 인 부분으

로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

서 특정한 문제가 

우선시되고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계획과 함께 특정

한 프로그램을 정

신보건 영역에 도

입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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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는 어떤 로그램이 특정한 시기에 실행될 필요가 있는가에 한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그 는 다음과 같다.

∙정부 내각에서 여성에 한 폭력 문제를 국가 우선사업으로 결정하면 모든 

부서에서 폭력의 방과 피해자 보호를 한 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따

라서 피해자 정신건강 리와 재활을 한 로그램이 필요하다. 

∙ 명한 기 에 의해 진행된 연구를 통해 태아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의 발생이 례 없이 높아졌음이 밝 졌다. 보건부 장 은 임신  

음주를 방하기 한 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  국가에서 쟁이 발발하여 수만 명의 피난민이 생겨났고 부분이 여자 

혹은 어린이들인 이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하 다. 많은 이들이 심한 심리  

고통을 겪고 있고, 만성정신질환자들은 더 이상 약을 복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을 한 로그램이 즉시 필요하다.

∙법무부가 정신질환자들을 더 이상 일반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국제

약에 조인하 다. 법무부는 보건부에 안 한 정신보건시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보건 문제를 세계보건의 날의 주제로 정하고 각국에 

정신질환에 한 낙인을 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한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 다.

∙간질 치료를 한 국제 인 캠페인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국가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 소비자 조직이 보건부 장 에게 정신보건법의 한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 고 장 은 이에 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그램은 일반 으로 정책이나 계획에 비해 단기간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이 로그램을 한 완 한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한 일련의 과정은 로그램에 해서도 용

프로그램은 흔히 

정책이나 계획에 

비해 단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완전

한 계획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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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정신보건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은 흔히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신보건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보다 장기간의 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절해야만 한다.

▪프로그램은 정신보건계획 수립과 유사한 단계를 따른다. 즉,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이 세워져야 하고, 주요 활동들이 정해져야 하고, 목표와 지침이 정해져야 

하고, 예산 및 자원, 담당자가 결정되어야 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이들 단계의 구체 인 내용은 이미 앞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음 과정을 

밟아야 한다. 

∙연구조사와 수집된 정보를 기 로 략과 일정을 정한다.

∙지표와 목표를 정한다.

∙주요 활동을 정하고, 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정한다.

∙ 산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정하고 그에 따라 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한다.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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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은 계획에 의해 정해진 우선순 의 략과, 계획이나 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우선순 의 개입방법을 통해 실행된다. 략과 개입을 실행하기 해

서는 몇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그림 1>). 주요 활동에 한 홍보, 정치 인 지원과 

재원 마련, 지원조직,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강화, 타 분야와의 력, 

보건부와 몇몇 계자 간의 상호작용( 산의 배분, 리, 서비스의 탁과 감독 등을 

포함) 등의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1단계 정책을 홍보한다                                          

일단 정신보건정책과 계획이 수립되면, 보건부가 지역보건과  다른 력기

의 주요 인물을 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요하다. 많은 

정책들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정책을 모든 계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보건부와 지역보건과의 정신

보건 담당자들의 요한 역할이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건부와 지역보

건과는 정책을 관

계자들에게 알려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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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나 다른 정부기 에서 공식 으로 언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다.

∙정책과 계획, 로그램에 한 소책자를 발행하여 계자들에게 배포한다. 

∙정책의 주요 내용이 소개된 포스터와 홍보지를 인쇄하여 나눠 다.

∙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분석하기 해 보건 실무자, 환자, 가족, 옹호 집단

과 다른 정신보건 계자들과 모임을 갖는다. 

∙정신보건정책에 해 논의할 수 있는 국내 는 국제 세미나를 기획한다. 

∙정책을 홍보해  수 있는 소비자, 가족, 기타 옹호 집단을 모집하고 지원한다. 

    2단계 정치적인 지지와 재원을 마련한다                          

정책이 세워지고 나면 계자들의 극 인 참여와 의견소통이 시작되어야 한

다. 이런 활동들은 정책의 실행을 해 충분한 정치적 지원과 재원을 확보하기 

해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훌륭한 정책이 자원의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부분 으로만 실행되기도 한다. 

정부나 주요 기 의 고 층에 정책을 옹호해  수 있는 임자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직시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일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은 보건부만이 아니라 노동부, 교육부, 사법부, 환경

부, 주택부, 재정경제부 등 련 부서의 책임자들과 면담이나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 국회, 법원, 경찰, 지방정부기 , 자치단체 등과도 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목 은 정신보건의 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고 리자들은 

정신질환이 질병부담(DALYs)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한 욕구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효과 인 략이 있다는 

정책의 실행을 위

해 정치적 지원과 

재원 조달이 필요

하다.

고위관리자들은 

정신질환이 질병

부담의 상당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

다는 것과 많은 욕

구와 수요를 만들

어내고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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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해 여러 분야가 함께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3단계 지원조직을 개발한다                                     

정신보건정책의 실행은 공 보건  정신보건 모두에 해 문성을 가진 유능

한 문가 집단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정신보건계획과 로그램 리와 주민들이 

표출한 욕구에 부합하는 수  높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한 

분야 간 력활동을 포함하여 정신보건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요소에 정신질환자

와 가족들이 극 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정신보건정책을 지원하는 기 은 국가의 행정시스템과 지역의 보건시스템 내

에 존재해야 한다(Asioli, 2000).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

과 같은 기 이 고려될 수 있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여러 문가로 이루어진 다학제 이 국가나 지역의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

그램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몇몇 국가에서 입증되었다. 물론 

의 규모는 국가나 지역, 이용 가능한 자원, 정신보건의 우선순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를 들어, 작은 국가나 정신보건의 자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두 명의 

비상근 직원이 일하는 것부터 큰 국가 는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진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신과 

문의, 공 보건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의 주요 기능은 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고, 리하며, 모니터링하

고, 평가하는 것이다. 한 소비자와 가족 회를 지원하고 조정하며 옹호활동을 

주도 으로 실행한다(세부사항은 <부록 3>을 참조).

정신보건정책의 

실행은 공중보건 

및 정신보건 모두

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전문

가 집단을 필요로 

한다.

보건부 내의다학

제 팀이 정신보건

정책, 계획, 프로

그램을 담당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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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Health district)

앙 보건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신보건계획이나 로그램을 실행

하기 한 정신보건 문가 는 다학제 이 필요하다. 이 의 규모는 지역보건과

의 규모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 역할은 <부록 3>에 설명되어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팀(Community mental health teams)

각 지역사회 정신보건 (혹은 특수한 정신보건서비스에 참여하는 동등한 집단)은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담당자는 증진, 방, 임상 인 활동과 같은 정규 업무  

외에 주당 수 시간을 공 보건  리 업무를 해 쓰도록 한다. 한 지역보건과

와의 연락과 운 회의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문가의 역할은  구성원

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임상 지침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 차를 규정하고, 

다른 보건기 이나 기타 분야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 1차보건팀(Primary health care teams)

지역사회 정신보건 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1차진료기 이나 에서도 정신보

건 담당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담당자는 공 보건과 리 업무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 운

회의에 참여한다(‘부록 3’ 참조).

    4단계 시범사업을 한다                              

보건부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 으로 정신보건정책이나 계획, 로그램을 실행

하고 보다 철 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좋다. 

시범지역은 주민의 다수를 표할 수 있는 지역 는 도시의 한 지역일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국가 체의 정책과 계획의 성공을 해 

매우 요하다.

시범사업은 재정 인 범 나 지역보건시스템의 상황 안에서 정책이나 계획, 

시범지역으로부

터 얻어진 결과들

은 국가 정책의 성

공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학제 팀이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한다. 

각각의 지역사회 

정신보건팀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각각의 1차진료팀

에는 정신보건 담

당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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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정책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                    

▪정책은 행사, 모임, 세미나, 출판물을 통해 모든 관계자에게 홍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정치적 지원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옹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행정부서의 정책담당자가 포함된 지원조직이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정책실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 

로그램이 실행 가능한지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정신보건정책의 형성에 강력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로 정신병원

을 지역사회 기 과 서비스 네트워크로 환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많은 정신보

건 문가들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병원에서만 생활하 다. 그들로서는 증환

자들에 해 지역사회에서도 동일한 는 보다 나은 임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정책형성에 강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다른 로는 종합병원에 

정신과 병상을 설치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일반의와 일반보건 문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반 했다. 그들은 정신병 증상을 보이고 자살의 의사를 표 하는 

사람이 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낀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가들의 태도에 한 

평가,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한 평가를 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은 한 지역 내의 정신보건 문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달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정신보건 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한 시범사업은 수련의 도구로 사용

되어 다른 지역의 보건 문가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 보건과 증진, 방, 

임상 인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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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강화한다                 

보건서비스 제공자란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달하는  는 기 을 의미한

다. 일반보건서비스 제공자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 모두 정신보건서비스를 

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 이외의 몇몇 기 들도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담당자는 국가의 여러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신보건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서로 련되어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재의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달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형태는 정신보건서비스를 일반 주민에게 달하는 방식에 커

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규모의 다학제 으로, 주민의 

정신건강과 련된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해 서로가 갖고 있는 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다학제 은 1차진료 수 이나 특화된 정신보건 

수 , 모두에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조차

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보건시스템이 제 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

가 있다. 결과 으로 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 통의료 인력, 가정의, 정신과 의사)

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다른 문가들과는 독립 으로 일하

게 되며, 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필수 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새로운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의료기 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이 기 들은 규모의 경제에

도 불구하고 무 거 해졌거나 종종 도심에서 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한 료

이고 권 이며 비인간 인 경우도 있다. 환자들이 외래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에조차 수용화(Institutionalization) 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건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 여러 서

비스 제공자들의 

역할을 알고 있어

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정

신보건서비스 제

공자는 소규모의 

다학제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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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서비스 제공자의 6가지 유형이 기술되어 있다. 재 부분의 국가에서

는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5.5.1 공공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

공공 정신보건서비스는 국가나 지역의 보건서비스 내에서 조직되며, 정부가 

의료기 (입원  외래)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국가 정신보건정책 

개발이 상 으로 쉬운데 이는 서비스에 한 직 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서비스는 일반 으로 무료로 제공되지만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공공시스템의 잠재 인 단   하나는 제공자의 심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경직되고, 비효율 이며, 질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욕구와 기 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WHO, 2000a). 공공 서비스 제공자

가 정신보건서비스 달의 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건부가 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강화를 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자(지침서 ｢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참조).

∙자율성(Autonomy): 의사결정 과정을 보건부에서 지역보건과로, 다시 보

건과에서 의료기 과 보건 으로 달하여 분산시킨다.

∙책임감(Accountability): 보건부와 지역보건과, 그리고 이들과 의료기

이나 보건  사이의 계약 계를 수립한다. 계약의 내용에는 목 과 성

과에 한 경제  인센티 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개방(Market exposure): 보건부는 의료기 이나 보건 에 직  

산을 분배하는 신 이들 사이에 산을 확보하기 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국가 정신보건정

책을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개

발하는 것은 상대

적으로 용이하다.

공공부문서비스

제공자들이 비효

율적이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

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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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 보건부가 산에 한 통제와 간

섭을 단하고, 손실과 이익에 해 의료기 과 보건 이 책임을 지도

록 할 수 있다.

 

5.5.2 민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 

민간 분야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움직이려는 경향

이 있다. 결과 으로 보건부의 문가들이 우선순 와 개입방법을 세워가는 정신

보건정책이나 계획, 로그램에 민간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변화에 해 보다 개방 이며 상자들의 욕구와 기 에 

보다 유연하게 응한다는 장 을 갖고 있으며 결과에 따른 보상에 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편으로, 민간 서비스는 만성 증 정신질환자로 하여  재정 인 어려움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단 이 있다. 민간 서비스는 흔히 보험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생활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치료비를 으로 지불하는 

일도 부담이 된다. 때로는 민간 서비스의 역할이 시장에 의해 유도되거나 분산될 

수 있으며, 한 서비스 제공자가 정신질환자로부터 이윤을 취하기 해 잘못된 

보상체계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공 산이나 특별한 규정 없이 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약품 매상이나 민간요법, 무자격자들과 같은 비합법 인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낮은 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WHO, 2001a).

민간 부문의 서비스 제공자가 정신보건서비스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보건부에서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의 형성과 실행에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극 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강화하고, 참여를 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략을 살펴보자. 

민간 서비스 제공

자의 능력을 강화

하고,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몇 가

지 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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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계 : 보건부나 지역보건과와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요한 정신보건서

비스에 해 계약을 맺는다. 이 계는 감독과 통제보다는 문가로서의 양심, 

그리고 헌신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보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의 계약을 통해 정신보건 로그램에 명시된 서비

스가 달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서비스만이 이런 형태로 가능할 

수도 있다. 

∙ 자원 확보 : 보건부나 기타 공공기 , 민간보험은 세 이나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은 주요 

서비스가 민간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정 : 보다 범 하게 사용되어온 방법은 지침, 기 , 승인 등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통해 감독을 받으며,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기 을 용한다. 지침, 기 , 승인에 해서는 일반 주민에게 홍보하여 서비

스를 이용할 때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질 향상 :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수동 으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해 극 으로 노력해야 한다. 민간 제공자는 질 

리의 차와 기 을 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변하는 비정부기 을 통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정책, 계획, 로그램의 실행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5.3 전통의료 인력

통의료는 다수 국민의 건강 증진, 방, 치료의 측면에서 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통의료 인력은 ‘언제

나 이용 가능하고 언제나 해야 하는’ 1차진료 자원으로 통합되어야만 한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이 통의료 종사자들의 능력을 높이기 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전통의료 인력은 1

차진료의 자원으로 

통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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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을 한 연계

∙ 통의료 인력의 능력 향상을 한 정신보건서비스 교육

∙진료 규정에 한 승인

∙정신질환자에 한 상호 의뢰체계( : 통의료 종사자들은 경증 내지 등도의 

정서  문제를 다루고, 간질이나 정신병 환자는 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

∙ 통의료 인력을 언어나 문화 달자로 활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로서 1차

진료나 정신병원에 통합

5.5.4 자조 모임

이 모임은 자신의 생활환경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자조(self-help)는 동일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문가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서로에게  수 있다는 원칙을 기 로 한 것이다(Goering, 1997). 정신

보건 문가들이 이들 모임과 함께 일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자.

∙자조 모임의 장 에 한 교육

∙일반보건 문가와 정신보건 문가를 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에 자조 

모임에 한 내용을 포함

∙정신보건 문가와 자조 모임의 표 간 회의

∙자조 모임의 리더를 훈련하는 단계

∙자조 모임에 한 연구 지원

5.5.5 비정부기관, 자원봉사 및 자선조직

부분의 국가에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돕기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

한 비 리조직이 있다. 이들은 강한 생명력, 주민들과의 친 감, 개인의 자발성을 

허용하는 자유로움, 정신보건서비스에 한 참여와 이를 보다 인간 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장 이 있다(WHO, 1994). 하지만 이들은 활동 범 에 

한 한계 설정, 산에 한 책임,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방하기 한 

동일한 장애를 가

진 사람들은 전문

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

을 서로에게 줄 수 

있다.

비정부 기관은 끈

질긴 생명력, 시민

들에 대한 친 함, 

개인적인 자발성

을 갖게 해 주는 자

유 등의 장점을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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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을 필요로 한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은 비정부기 의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에 

이들을 참여시키기 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문 인 비정부기 의 발 을 해 계약을 토 로 산을 지원하는 방법

∙ 신 인 정신보건서비스를 해당 국가에 도입하기 한 합동 연구

∙빈곤층, 와해된 가정의 아동, 학 받는 여성, 폭력의 피해자, 이민자, 소수민

족, 장애자 등을 포함한 취약집단(특히 비정부기 과 좋은 계, 경험을 가진 

이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계약

5.5.6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신보건서비스 소비자와 가족 

여기서 ‘소비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소비자에 한 세부 인 내용은 ｢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지침서 참조). 한 보건 분야의 소비자라 함은 (1) 서비스의 계획, 

개발, 리,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며, (2) 군가가 받게 될 보호와 도움, 치료에 

해 자문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WHO, 1989). 많은 나라에서 정신질

환자의 가족은 정신보건시스템 개발에 요한 역할을 해왔다. 

보건부에서 정신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 문가들은 국가와 지역의 소

비자운동에 참여해야 하며, 모임의 리더나 유 기 과 함께 정기 인 만남을 가져

야 한다. 한 정신보건정책 안에서 서로 다른 집단들을 서비스 제공자로서 통합해

나가야 한다. 국제 인 경험으로 볼 때, 서비스의 소비자가 제공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보건팀 : 소비자와 가족이 다양한 서비스 기 에 성공 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몇몇 사례가 있다(Cohen & Natella, 1995; Goering, 1997). 를 들어 선진국

에서는 정신보건  안에서 재활서비스를 넓히기 해 극 으로 이들을 지역사

소비자와 가족은 

서비스 제공자로

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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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강화

▪효율성, 질, 융통성,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자

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민간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감독함으로써 잘못된 보상체계의 형성을 막고 정신보건

회 치료  상호지원 로그램의 사례 리자로 고용해왔다. 정신보건 역의 인력

이 부족하고 환자의 취업 기회도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들을 정신보건 의 

구성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문가들은 한 정신보건의 소비자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들 고유의 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일에 

한 스트 스로 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 인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서비스 : 환자와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보다 가까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보건서비스의 실행에 있어 정신보건 문가보다 

더 한 경우도 있다. 를 들어, 칠 나 멕시코, 남아 리카, 스페인 등에서 

정 으로 운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교모임이나 쉼터, 직업재활과 사회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재활 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보건부는 효과 이고 비용도 게 드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소비자와 가족에게 탁함으로써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정신보건 옹호 : 환자와 가족은 옹호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환자나 지역사

회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 참여 과정에서 처기술, 자존감, 자신감, 안녕감을 키워갈 수 있고, 사회  

계도 넓 가게 된다. 이는 모두 정신건강과 련된 주요 요소이다(2.7.4장을 보라). 

결론 으로 보건부는 정신보건정책에 환자와 그 가족을 옹호 집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옹호 집단에 참여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은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소비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교모

임이나 쉼터, 재활

프로그램의 사례

들이 있다.

소비자와 가족이 

다양한 서비스 기

관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몇몇 사

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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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와 가족, 상호 자조 모임, 전통의료 인력, 비정부기관은 정책과 계획,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6단계 타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표 12>는 정신보건서비스가 보건 역 이외의 다른 역을 통해 달되는 

를 보여주고 있다(<부록 1> 참조). 이러한 경우에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정신보건서비스의 기획, 실행, 평가를 해 다른 부처의 문가들과 력 

( : 등학교의 정신건강 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교육부의 문가들과 

논의함.)

∙ 지역 내의 여러 분야가 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실행할 때 정신보건 문가를 

도움( : 주거, 사회복지, 고용과 같은 다른 분야의 문가들과 정신분열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논의)

∙ 지역보건 과 다른 분야의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기 해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 문가를 지원( : 지역보건과, 사회복지과, 정신보건 이 빈곤 지역의 

모자유  로그램 개발을 해 논의)

보건부는 국가 또

는 지역 차원에서 

다른 분야와의 협

력을 강화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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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입 분야

증진과 예방 모자 유대

정신질환의 예방

학교 정신보건 분야에서 

증진과 예방

복지

복지, 교육, 노동, 사법, 

주택

교육

지적장애(정신지체) 염분과 식수의 요오드첨가 상업, 수자원공사

자살 총기 규제

유해가스 제독

사법

상업

정신분열병 지역사회서비스 주택, 복지, 교육, 고용

알코올 및 약물남용 문화적 특성에 따른 치료 복지, 고용

* 이 들은 실행을 한 구체  권고사항은 아님.

<표 12> 여러 분야가 관여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예*

<그림 2>는 정신보건 역에 있어 정책과 계획, 로그램, 서비스, 지원조직, 

의료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분야 간 력 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는 증진, 방, 치료  개입의 우선순

를 정해야 하며, 문 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달되어야 한다. 이런 서비스

에 한 근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보건부와 지역보건과 내에 지원조직이 필요

하다. 어떤 정신보건서비스는 보건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의해 달되기도 

하므로 한 분야 간 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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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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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정신보건 관계자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달하기 해서는 계자들 사이

의 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력은 국가나 지방 조직의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게 

된다. 

5.7.1 보건부와 국가 또는 지역의 관계자 사이의 교류

<표 2>에 열거된 모든 계자들은 정신보건정책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행을 해 이들의 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련 계획이나 

로그램에 해 특별한 역할이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재정책임자 :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은 재 자원과 산의 주요 출처, 

그리고 산이 서로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해 정신보건 시스템에 한 황을 악해야 한다(｢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지침서 참조). 한 기 에 따라 만들어진 지침에서 제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계획이나 로그램에서 우선시되는 서비스에 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요하다(서비스나 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 해서는 ｢정신보건서

비스 달을 한 계획  산편성(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 참조).

∙ 서비스 제공 책임자 : 일반 으로는 지역보건과와 서비스 제공자가 직  계를 

갖지만, 보건부가 이 과정을 진시킬 수 있고 국가기 과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요한 목표는 계획이나 로그램에서 제시된 활동들에 

한 지지를 얻어내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만일 정신보건계획이나 로그램이 보건 이외의 분야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면,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는 정부기  내의 해당 

정신보건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는 관계자들 사이

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은 국가나 지

방 조직의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

게 된다.

보건부는 예산과 

배분, 관리를 책임

지고 있는 관계자

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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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는 부서와 교류를 가져야 한다. 이 경우, 각 기 의 산을 어떻게 

리하고 배분할 것이며, 어떻게 함께 활동하고 평가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관리 책임자 : ｢정신보건서비스의 질 향상｣ 지침서에 기술된 것처럼, 문가 회

는 지침과 기 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은 계획이나 로그램의 상승효과를 내기 해 이런 기 들

과 력 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와 가족 그리고 기타 옹호조직도 

계획과 로그램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차원의 조직도 

근성과 질이 우수한 서비스를 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7.2 지역보건과와 보건부 간의 교류

정신보건정책의 성공 인 실행을 해서는 지역 수 과 국가 / 지방 수 에서 

정신보건 문가들 사이의 력 인 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계에서는 

흔히 서로 다른 시각과 긴장이 존재하곤 한다.  

이러한 교류에 있어 가장 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행정구조와 정신보건서비

스의 발  수 , 주민들의 사회문화  특성에 따른 지방분권화의 정도이다. 때로 

지역의 정신보건서비스 개발을 진하기 해 국가나 지방 수 의 강력한 수직

인 계획과 로그램을 갖는 것이 필수 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의 특정 욕구에 해 보다 하게 응할 수 있는 신 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앙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지방의 자율 인 계획

과 로그램이 필요하다. 

∙ 지역의 계획/프로그램과 국가 또는 지방의 계획/프로그램 : 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서는 하나의 앙 정신보건계획/ 로그램, 지역의 몇 개 계획/ 로그램, 는 

보다 분권화된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한 장 과 단 을 평가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던 두 수  사이에 합한 목표와 략, 우선 인 서비스 

때로 지역의 정신

보건서비스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수준

의 강력한 수직적

인 계획과 프로그

램을 갖는 것이 필

수적일 수 있다.

지역보건과와 보

건부 간의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

는 지방분권화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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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하기 해 지역보건과와 보건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의 최종 인 결과는 국가나 지역의 계획/ 로그램과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분명한 지역 수 의 계획/ 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다. 

∙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역으로의 예산 배분 : ｢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지침서에서 기술된 것처럼, 국가나 지방의 산이 아직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지역의 계획/ 로그램에 배분될 수 있다. 그 방법에

는 다음과 같은 들이 있다.

 인두제. 즉, 인구수에 따른 자원의 균등한 분배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험요인(빈곤, 약물남용, 가정폭력 등)의 차이에 따른 

산 배분

 재의 정신보건 자원과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외딴 지역에서는 보수

와 운송비용이 상 으로 높을 것이다)이 반 된 산 배분

 국가정책의 실행을 한 별도의 산

∙ 보건부와 지역보건과 간의 위임 : 가 리자 혹은 구매자이며 가 서비스 

제공자인가를 나타내주는 임과 계약이 보건부와 지역보건과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다(｢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과 ｢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  산편성(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 

지침서 참조). 이 계약에는 보건부가 일정한 산과 기술 인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보건과는 공공 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 일정한 정신보건서비스

가 달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계약은 서로가 기 하는 

바를 양 ·질 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서로가 

기 하는 바에 해 상호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법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부와 지역보

건과 간의 위임은 

정신보건계획/프

로그램의 실행을 

촉진시키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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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지역보건과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 문가는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개인, 

, 혹은 기 과 계를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은 국가나 지역의 보건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다. 이 상호 계 역시 행정조직과 지역보건과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이들 정신보건 문가들의 역할은 공공 정신보건서비

스에 한 리에서부터 민간 서비스의 탁과 감독, 그리고 정신보건서비스를 

달하는 다른 분야와의 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정신보건계획이나 

로그램의 실행을 해 이런 모든 역할이 활용될 수 있다. 

∙ 정신보건서비스의 관리 : 지역보건과는 산과 계획을 통제하는 직 인 방식

이나 임을 통한 간 인 방식을 이용해 계획과 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공공기 과 계를 맺게 된다. 후자의 경우, 공공기 과 계약이 이루어지며 

지역보건과는 일정 수 의 산과 기술 인 지원을 해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지침과 규정에 따라 계획이나 로그램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정신보건서비스의 위탁 : 공공기 이 포함된 계약과 마찬가지로, 지역보건과는 

일정 수 의 정신보건서비스를 갖추기 해 민간 부문의 서비스 제공자( 리 

혹은 비 리)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탁방법에는 포  수가제, 인두제, 

사례-비율 지 제, 행 별수가제(fee-for-service)와 같은 다양한 모델이 있으며, 

계약의 형태에 따라 블록 계약(block contracts), 비용 총액 계약(cost-and-volume 

contract), 서비스별 비용 계약(cost-per-service contract), 행 별 계약(performance- 

based contracts) 등이 있다(세부 내용은 ｢정신보건 재정(Mental Health Financing)｣ 

지침서 참조). 재의 지역보건과의 구조와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탁을 통해 

정신보건계획이나 로그램의 확산이나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 정신보건서비스의 관리 : 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보건과 이외에 감독

기능을 가진 기 이 없으며, 지역보건과는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한다. 결과

지역보건과의 역

할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관리로부

터 민간부분 서비

스의 위탁 및 감독, 

그리고 다른 분야

와의 협력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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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지 않은 리감독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됨으로 지역

보건과의 정신보건 문가는 리감독을 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소비자

와 가족 회, 정신보건 문가들이 트 십을 구축함으로써 질의 수 을 유

지할 수 있다. 정신보건계획이나 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달하는 모든 

보건기 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속 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정신

보건의 질 향상｣ 지침서 참조). 

∙ 정신보건서비스를 전달하는 다른 분야와의 협력 :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 문가

들은 다른 분야의 기 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한 정신보건서비스들에 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정신보건서비스 달을 한 계획  산편성(Planning and 

Budgeting to Deliver Services for Mental Health)｣ 지침서 참조). 이를 기반으로 몇몇 

기 에 집 인 노력을 기울이기 한 우선순 를 정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의 정신건강 증진  방 로그램, 직장에서의 스트 스 처기술 로그램, 환자를 

한 장애연   주거 혜택). 일반 으로 이런 력은 해당 기 들이 상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자체 으로 발견해오고 있었거나 정신보건 역의 자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좀더 생산 일 수 있다.

5.7.4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

이는 정신보건계획이나 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가장 요한 상호작용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역이다. 이 의 모든 단계들은 정신건강 

증진, 방, 치료  재활을 한 효과 인 서비스 달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성공 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계획이나 로그램의 실행을 향상시키기 해 이 수 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들이 있다. 정신보건서비스의 리, 소비자와 가족에 한 지원, 그리고 정신

보건  정신질환과 련된 옹호활동 등이다. 서비스 제공자( : 1차진료 , 지역사

회 정신보건 ), 높은 수 의 소비자 혹은 가족 회, 복지서비스, 문 비정부기  

과 같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여러 계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는 다

른 분야의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주

요 정신보건서비

스들에 대해 잘 알

고 있어야 한다.

지역보건과는 관

계자들의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참

여를 촉진해야 한

다.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직접 

활동에 참여할 수

도 있다.

소비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은 

서비스의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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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보건 문가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

야 한다. 그들은 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직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정 :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직(Organization of Services for 

Mental Health)｣ 지침서에 기술된 것처럼 서비스의 리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수 의 서비스 간의 연계, 그리고 보건 분야와 다른 분야 간의 연계가 핵심

인 문제이다. 지역 내의 의뢰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하며, 상자의 욕구가 어떻

게 충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해 1차진료 과 2차 정신보건  사이에 

정기 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 소비자와 가족협회 지원 : 정신보건서비스의 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 인 태도를 해결하기 해 소비자와 가족 회의 능

력강화가 필요하다(세부 인 방법에 해서는 ｢정신보건을 한 옹호 (Advocacy 

for Mental Health)｣ 지침서를 참조하라).

∙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을 위한 옹호활동 : 정신질환에 한 편견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 한 옹호활동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 알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한 활동이 필요하다. 옹호활동의 상에는 일반 주민, 소비자  가족 회, 

문 비정부기 , 일반보건 문가, 정신보건 문가, 지역 내 행정가와 정책형

성에 련된 사람들이 포함된다(｢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지침서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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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상호작용

▪보건부는 예산 관련기관(재정경제부, 보험회사, 기부단체),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관계자(보

건 인력, 비정부기관, 자조 모임), 관리감독과 관련된 관계자(전문가협회, 옹호 집단)들과 

관계를 갖는다.

▪보건부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예산을 지방으로 배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계약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보건과는 공공서비스를 관리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위탁하며, 서비스

를 관리감독하고 다른 분야와 협력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관리하고, 소비자와 가족협회를 지원하며, 옹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5.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들｜ 135

국가 A (<표 5>, <표 10>과 동일)

1. 보건부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다음의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재경부 : 세 가지 우선순위(정신지체, 간질, 정신병)에 대한 비용에 따라 정신보건을 

위한 특별예산을 확보

 • 지역보건과 : 지역수준에서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계약을 맺음 

 • 정신병원 두 곳 : 1차진료 인력과 전통의료 인력을 교육시킬 전문가를 정하고, 1차진

료팀을 지원

 • 간호 학 : 정신보건 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정부 실행부서, 국회, 비정부기 , 소비자와 가족 회, 언론 : 새로운 정신보건법의 홍보

 • 국제기  : 1차진료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평가

 • 교육부 : 학교에서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교육

 • 학 : 세 가지 우선순위와 관련된 장애에 관한 유병률 연구

2. 지역보건과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아래의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 1차진료기  : 정신보건의 세 가지 우선순위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계약, 

지침과 기준에 따른 승인 및 평가

 • 소비자조직, 가족 회, 자조 모임 지역조직 : 서비스의 계획과 평가에 참여

 • 통의료 인력 : 1차진료와의 연계를 강화

 •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 1차진료와의 연계를 강화

    <표 13> 자원 수준이 낮은 국가의 정신보건계획 실행의 예

정책 실행의 예                                                 

<표 13>과 <표 14>는 자원수 이 낮은 순 과 간 수 인 가상 국가(<표 

5>와 <표 6>에서 기술된)에서 정신보건 로그램을 통한 정책실행이 어떻게 이

지는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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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B의 지역 C (<표 6>, <표 11>과 동일)

C 지역의 보건과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다음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 보건부와 인권 련 국제  비정부기  : 정신보건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계약, 지침과 기준에 따른 승인 및 평가

 • 종합병원 정신과 : 2개의 지역 정신보건팀을 만들어 각각이 인구의 절반을 책임지고 

1차진료센터를 지원하도록 하는 계약을 수립

 • 1차진료센터와 지역 내 비정부기  : 정신보건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 지침과 기준에 따른 승인 및 평가에 대한 계약을 수립

 • 지역의 교육과  사회복지과 : 고위험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얻음

 • 지역의 소비자조직, 가족 회, 알코올 자조 모임 : 서비스의 계획과 평가에 참여

 • 주민자치조직  노동조합 : 사회 지지체계를 강화

 • 국립 학 : 1차진료 인력의 교육과 평가를 수행

 • 제약회사 : 저가 약물 확보

    <표 14> 자원 수준이 중간인 국가에서 지역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실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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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예

  기니비사우(Guinea-Bissau) 공화국                                

1974년 독립 당시 기니비사우는 앙 집 화되고, 치료 심 이며, 병원 기반의 

보건 리시스템을 물려받았다. 이후 수년에 걸쳐 국 인 1차의료시스템이 마련

되었다. 정신보건 련 요소들은 1983년부터 국제 문가의 도움으로 개발되기 

시작하 다. 이 요소들은 주로 진단 인 단계에 비 을 두었으며, 여기에는 통의

료 인력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 에서 진료에 참여하는 것과 1차진

료기 을 찾은 사람들을 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850명의 1차진료 인력을 교육하고 3개월마다 지도하도록 하며 기본 인 향 신성 

약물을 공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런 공공보건 인 근에 있어 사회문화 인 장애물은 없었다. 1차진료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고, 건물과 인력에 한 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실행을 

한 비용이 크지 않다. 1994년에는 미화 1달러로 54명 주민 모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었다. 1차진료 인력의 정신장애에 한 인지도가 31%에서 85%로 증가

되었고, 환자의 82%가 우울증, 정신병, 간질에 해 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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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에 해 만족했고 증상이 호 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 

활동들은 이후 10년 동안 지속되었다(De Jong, 1996).

❙부연 설명

비록 정신보건정책이 명확하게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2장(정신보건정책 개발)에

서 기술된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1차진료기 을 찾은 사람들에 한 역학조사를 통해 얻은 주민들의 욕구에  

한 정보

∙ 통의료 인력의 진료 참여에 한 근거 확보

∙국제 문가의 개입

∙활동을 한 몇 가지 역, 즉 재정  측면, 기  정보시스템, 서비스 조직, 

조기 치료, 필수 의약품 공 과 인력 교육

뿐만 아니라 3장(정신보건계획의 수립)과 4장(정신보건 로그램 개발)에서 언 된 

몇 가지 요소도 발견할 수 있다:

∙주요 략의 우선순  결정( : 진단과 평가 단계에 우선순 를 둠), 보건시스템

에서의 개입( : 훈련)과 인력을 통한 개입(1차진료 인력은 3개월마다 지도감독을 

받음)

∙일정과 자원

∙세 가지 정신보건 문제에 한 우선순  결정( : 우울증, 정신병, 간질)

  파키스탄(Pakistan)                                             

키스탄은 략 1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큰 국가로서 인구의 72%가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략 인구의 30%이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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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의 정신병원과 200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다. 1986년에 WHO의 지원을 받아 

정신보건을 1차진료로 통합하고 정신질환에 한 낙인을 이며 지역사회 정신보

건 모델을 개발하기 한 정책이 결정되었다.

의료인력과 성치유자, 교사들을 한 교육이 몇몇 지역에서 성공 으로 이루

어졌고 그 결과 정신질환에 한 인식이 늘어나고 낙인은 어들게 되었다. 1912

년의 루나시 법(Lunacy Act)은 1992년에 새로운 정신보건법으로 개정되었다. 정신

과 의사의 수는 1987년 120명에서 1997년 197명으로 증가하 다. 주요 정신질환

에 한 인식, 치료, 의뢰율을 높이기 해 1차진료 의사를 한 교육과정이 개발

되었다. 정신보건 간호사 교육과정이 마련되었고, 학원 과정이 시작되었다. 정신

보건의 지역사회 모델 평가를 한 시범사업이 라왈핀디(Rawalpindi) 지역에서 시행

되었고 다른 지역에도 용되었다(Planning Commission, Pakistan, 1988). 

❙부연 설명

키스탄의 국가 정신보건정책 실행과정은 다른 분야의 활동  력의 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 간 력－학교교사를 상으로 한 교육

∙법률－새로운 정신보건법

∙옹호－정신질환에 한 이해를 높이고 낙인을 임

∙연구와 평가－지역사회 모델 평가를 한 시범사업

∙서비스 조직－정신보건을 1차진료에 통합

∙인  자원－보건인력과 통의료 인력에 한 정신보건 교육, 정신과 의사

수의 증가, 정신보건 간호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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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Chile)                                                    

칠 는 인구 1,500만의 국가로서 체 인구의 8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

다. 인구의 95%는 을 읽을 수 있다. 칠 는 지난 50년 동안 공 보건, 특히 

감염성 질환과 출산, 양과 련된 부분에서는 성공 인 로그램을 갖추어왔으

나, 1990년 이 까지 정신보건정책은 없었다. 그 해에 국가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이 수립되었고, 그에 따라 보건부 내에 정신보건 이 만들어지고 28곳의 지역보건

과에 정신보건담당자가 최소 한 명씩 배치되었다. 주요 략은 정신보건서비스를 

1차진료로 통합시키고, 환자에 한 정신사회재활과 알코올  약물 남용, 가정폭

력의 방과 치료, 1973년과 1990년 사이에 일어난 고문과 기타 반인권  행 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포함되었다. 

1999년 정신보건과 정신과치료를 한 새로운 국가 계획과 로그램이 만들어

졌고 뒤이어 보건부와 주요 정신병원의 노조가 포함된 정치  기상황이 일어났

다. 퇴원한 환자에 한 부 한 리로 인해 발생했던 이 기는 새로운 포

인 정신보건계획이 수립되고 정신보건에 한 산이 늘어나면서 해결되었다

(Ministry of Health, Chile, 2000). 다음은 지난 12년에 걸쳐 칠 에서 이루어진 정신보

건서비스의 변화이다.

∙공공부분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여 300명 이상이 

되었다.

∙장기 입원 병상이 2,516병상에서 1,169병상으로 감소하 다.

∙새로운 서비스, 즉 33곳의 주간병원, 41개의 지역 정신보건 , 476명의 상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60곳의 쉼터, 46곳의 사교모임이 만들어졌

다.

∙200명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1차진료기   1/3에서 일하게 되었다.

∙60개 이상의 자조 모임과 가족모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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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칠 의 는 5장(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의 실행)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지원 : 칠 의 첫 국가 정신보건정책은 정치 으로 매우 요한 변화가 

있던 시기, 즉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환되던 시기에 수립되었다. 그 당시 

정신보건서비스는 다른 사회 인 문제와 더불어 일반 주민에게 매우 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1차진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 알코올과 약물 문제, 

가정폭력, 고문 후유증과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략들이 

우선 으로 수립되었다.

∙지원조직 : 모든 지역에서 정신보건서비스와 로그램이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보건부 내에 정신보건 을 만들고 지역보건과에 정신보건

담당자를 최소 한 명씩 배치한 것이었다. 이들 문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자, 비정부기 , 소비자와 가족모임 등 여러 부분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스페인(Spain)                                                  

스페인에서는 1986년, 정신보건에 한 내용이 포함된 공 보건법(General Public 

Health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정신병원의 변화와 탈수용화, 정신보건의 주류

화(mainstreaming), 그리고 1차진료와 지역사회 로그램에 있어서의 정신보건의 

발 을 진시켰다. 정신과 외래진료를 해 정신보건센터가 세워지고, 종합병원

의 정신과 입원실이 문을 열었으며, 증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한 

치료공동체가 세워졌다(Montejo & Espino, 1998).

이러한 정신보건 환경이 변한 지 10년이 지나자, 거 한 변화가 안달루시아, 

아스투리아스, 마드리드 등의 일부 지자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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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병상에서 25병상 이하로 어들었다. 

평균 21년 동안 입원했던 이들의 25%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50%는 입소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약 500개의 정신보건 센터가 개소되어 87,000명

의 회원들을 리하게 되었다. 95개의 종합병원 정신과 병상과 108개의 주간병원

이 만들어졌다. 몇몇 지역에서는 공공기 에서 환자에게 취업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활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를 한 임상수련 

로그램이 운 되어 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 다. 

❙부연 설명

스페인의 경우는 형 정신병원에 집 되어 있던 정신보건 자원을 이용하여 

서비스 조직의 요한 변화를 이룬 좋은 사례이다. 정신보건센터, 주간병원, 종합

병원 정신과가 조직 인 서비스 구조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주거, 재활 로그

램, 사회기업 등을 제공해주는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상호 력이 있었다. 

스페인은 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함에 있어 정신보건 계자들 사이의 자문

과 상이 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정신보건정책이 공 보건법

을 통해 발의되었지만 지역의 정치  맥락과 계자의 향력에 따라 각 지자체 

지역 내에서 정책이 실행되는 속도와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브라질(Brazil)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국가인 라질은 1억 6천 6백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경제규모에 있어 세계 9 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의 분배구조는 매우 

불균형 이며, 많은 빈곤층과 높은 문맹률을 보이고 있다. 1960년  라질 보건

부는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하에 민간 정신병원과 계약을 맺는 

정책을 단행했다. 이 정책을 통해 313개의 정신병원이 설립되고 85,037개의 정신

과 병상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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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정신병원에서의 인권 유린에 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몇몇 

주에서는 정신병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지역사회 리를 한 정신사회

서비스기 을 만들어 정신보건서비스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정신보건 문가와 함께 정책을 세워가는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정신보건 개 과 카라카스 선언(Declaration of Caracas) 역시 정책 개발에 

향을 미쳤다. 1992년에는 세 곳의 주에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 국가 보건부

는 1991년에 다음과 같은 신보건 략을 발표하 다.

∙정신보건서비스에 한 재정지원체계를 새로운 통합보건시스템에 따라 바

꾼다. 

∙새로운 정신보건서비스 모델을 실행하기 해 주 정신보건조정 원회를 설

치한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1992년 국가정신보건회의에 계자들의 

참여를 구한다.

∙의회에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안을 상정한다.

∙PAHO/WHO의 지원하에 국제 인 교류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략을 통해 10년 후에는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30% 감소하여 2001년에

는 52,586개의 병상만이 남게 되었다. 같은 기간 정신사회서비스기 의 수는 295

개까지 늘어났다.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움직임이 남동부 지역에서 나타났는

데, 이 지역은 라질에서 국내총생산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종합병원 정신과

와 주거시설, (사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재활 로그램이 몇몇 주에서 시작

되었다. 새로운 정신보건법은 12년 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승인되었다(Alves & 

Valentini, 2002).

❙부연 설명

라질의 경우는 많은 자치주를 가진 커다란 연방국가에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다수 지역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 다. 1960년 에는 수용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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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격리가 조장되었지만, 1990년 에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사회통합의 움직

임이 있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는 다양한 상호 력이 있었다. 몇몇 주에서

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선구자 인 변화가 있었고 이는 국가 정신보건정책에 향

을 미쳤다. 한 국가 정책이 실행되면서 각 주의 정책에 향을 미쳤다. 

라질의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 개발  실행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의 욕구에 관한 정보 : 옹호운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기본

인 욕구를 명확히 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의 정도와 특성에 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다른 국가로부터의 근거 : 이탈리아의 정신보건 개 과 지역사회서비스시스템

개발이 좋은 교훈이 되었다. 라질의 몇몇 자치주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자문과 협상 : 정신보건정책이 논의된 지역  국 인 모임에 환자와 가족, 

정신보건 문가들  계자들이 참여했다. 

∙다른 국가와의 교류 : PAHO/WHO가 이 과정을 진하는 요한 역할을 했다. 

∙지원 조직: 주 정신보건조정 원회가 구성되었다.

∙예산 : 통합보건시스템에 따라 새로운 재정지원체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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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해결책

1. 일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신보건정

책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거부한다.

 ∙‘모두 승자가 되는 접근법(all-winners approach)’을 

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의 욕구를 고

려해야 한다. 

2. 보건행정가들이 정신보건서비스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의 영

향과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한다.

 ∙국제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보고서를 요청한다.

3. 국가가 정신보건 문제에 대해 민감

하지 못하다.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

률을 조사한다. 

 ∙주민의 정신보건 욕구에 대해 신속한 평가를 한다. 

    <표 15>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

   7. 옹호활동 지원의 장애물과 해결책

<표 15>는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가 새로운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

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장애물들을 요약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의 뒷부분에 보다 자세한 설명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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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정신보건정책을 어떻게 수립

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

 ∙가치, 원칙, 목표, 활동이 필요한 영역으로 되돌아가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어낸다. 

 ∙정책이 실행된다면 각 관계자가 얻게 될 이득이 무

엇인지를 검토한다. 

5. 보건부 내 정신보건에 할당된 자원

이 불충분하다.

 ∙정신보건정책의 실행을 시범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정신보건 소비자와 가족협회를 위해 기술적, 재정적

으로 지원한다.

6. 정신보건서비스에 교육이 부족하

다.

 ∙흔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반의료

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정신보건전문가를 동

원한다.

 ∙소비자, 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한다.

 ∙전통의료 인력과 협력하여 일한다.

   (보건부, Botswana, 1992; Freeman, 1999).

7. 보건과 관련된 다른 기본적인 문제

들(예방접종, 영양, 후천성면역결핍증)

이 정신보건서비스와 예산확보를 

위해 경쟁한다.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보건문

제(예: 산전관리, 아동기 발달)와 연계시켜 일반 보

건 목표의 달성에 정신보건서비스가 기여하도록 한

다(Freeman, 2000).

8. 1차진료팀이 과도한 업무부담을 느

끼고 새로운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도입을 거부한다.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다.

 ∙그들에게 정신질환자들은 이미 그들의 업무에 포함

되어 있는 부분임을 알려준다. 정신질환이 확인되어 

치료된다면 그들의 업무 부담은 도리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9. 1차진료팀이 정신보건서비스의 효

과를 믿지 못하고, 신체적인 질환

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자 한다.

 ∙정신과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

는 정신보건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1차진료팀을 방

문한다. 

 ∙1차진료팀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다.

10. 1차, 2차 진료간의 연계가 잘 이루

어지지 않는다. 정신과 진료에 대

한 접근이 어렵고 1차진료팀은 환

자가 다시 1차진료팀에게 의뢰되

는 과정을 거부한다. 

 ∙지역보건과 내의 정신보건 지원조직과 1차 및 2차진

료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주민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팀의 대표 사이의 만남을 자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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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분야 외에는 정신보건에 관심

을 갖는 분야가 없다. 다른 분야는 

그들만의 계획에 몰두해 있고 정

신보건을 자신들과 관련된 일이라 

보지 않는다.

 ∙다른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만난다(예: 교육, 사회복

지, 노동).

 ∙그들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정신질환자들이 그들

로부터 이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간다.

12. 많은 정신보건전문가들이 병원에 

남기를 원하며, 지역사회기관에

서 또는 1차진료팀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 지원금을 확보한다.

 ∙지역사회서비스의 모델로서 다른 나라의 전문가를 

초빙한다.

13.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너

무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여 1차

진료와 함께 제공하기 어렵다.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전문가를 통해 지역의 팀이 

그들의 역할과 시간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능하다면 전통의료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가족, 

자조 모임 등이 1차진료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이들을 교육한다. 

14. 정신병원의 노조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역사회서비스

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한다.

 ∙급여수준을 유지한 채 지역사회서비스, 일반보건서

비스에 대한 순환 교육을 제공하거나 다른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만일 병원이 폐쇄되더라도 해고하지 않는다.

* 이 예들은 실행을 위한 특정 권고사항은 아님.

∙ 관계자의 저항 : 어떤 사회구조의 변화, 특히 권력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에서는 힘이나 돈 는 다른 어떤 것을 잃을 것에 한 걱정으로 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병원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형 인 가 될 수 있는데 한편에

서는 정신과 의사와 직원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 연구 시간, 근무시간 동안에 제공되는 식사, 안 하

게 피할 수 있는 장소, 평화로운 집).

이런 을 극복하기 해서는 계자들이 새 정책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은 계자의 욕구를 

극 으로 듣고 정책에 한 지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동의를 이끌어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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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야 한다. 직원을 해고할 구실로 새 정책을 활용하는 등의 숨겨진 의도는 

피해야 한다. 일반 으로 계자들은 이 지침서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새로운 

정신보건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신들의 업무에 해 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 정신보건에 무관심한 보건행정가 : 부분의 일반 주민과 같이 보건행정가들도 

정신질환에 해 잘 알지 못하며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정신보건서비스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한 산 배정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이다. 

보건행정가들에게 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략들이 ｢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한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는 정신보건사업의 성과와 소비자 만족도를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는 몇몇 

지역보건과의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 보건행정가들을 시범지역에 청하

여 사업 결과를 보여  수도 있다. 본 지침서의 2장(다른 국가와의 교류)에 기술된 

것처럼 국제 문가의 방문을 기 로 한 기술 인 보고서도 이 과정에 도움이 

된다.

∙ 정신보건에 무관심한 일반 주민 : 국가는 다양한 역사  과정을 거친다. 어떤 

기간 동안 정신보건보다 사람들의 심과 흥미, 동기를 사로잡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정신보건과 련된 문제들이 차 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는 이 문제의 심각도와 요성에 한 

연구를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본 지침서의 2장(정책개발을 한 정보와 자료 

수정)에 기술된 것처럼 자원과 능력의 수 에 따라 공식 인 연구를 하거나 간단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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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 관계자 간 동의 부족 : 몇몇 국가에서는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가 

정신보건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해 장 으로부터 정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국가의 이름 있는 정신보건 지도자들이 제안된 정책을 반박할 수도 

있고 이에 해 다른 계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2장(자문과 상)에 기술된 것처럼, 계자 사이에 정책의 비 과 

원칙, 목표와 활동분야에 해 기본 인 동의에 이르는 것이 요하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이 정책에 반 하는 지도자들과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만약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이들 지도자들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부족한 정신보건 자원 :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장 흔한 문제이다. 보건부의 정신

보건 문가는 제한된 자원을 정신보건의 비 과 주요 략을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범지역(이 책 5.4를 보라)에 집 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비용-효과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정신보건

역에 투자를 하는 것에 해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

와 옹호 집단을 지원하는 몇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그들이 고 층에 근하여 

정신보건정책을 해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지침서를 보라).

∙ 정신보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인력의 부족: 이것은 개발도상국, 특히 소득수 이 

낮고 정신과 의사가 선진국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국가에서는 심각한 문제

이다. 그들  상당수가 선진국에서 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고국으

로 돌아오지 않는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첫째, 앙 산을 지역보건과로 할당하여 가장 흔한 정신질환의 방과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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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차진료 을 교육하고 1차와 2차 진료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 회 는 자조 모임에 산과 기술 지원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옹호운동을 발 시키고,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정신보건을 

한 옹호(Advocacy for Mental Health)｣ 지침서 참조). 이들 방법은 모두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의료 인력의 참여는 많은 국가에서 부족한 보건 인력의 수를 보완하

는 훌륭한 방법이 된다. 이들을 히 교육한다면 의료기 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증의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이들이 효과 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정서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넷째, 해외연수를 지원받는 데 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를 들어 연수를 

받는 사람은 연수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와 일정기간 동안 일해야만 하도록 규정

하는 것이다.

∙ 정신보건과 경쟁하는 다른 보건 문제 : 보건과 련된 여러 문제들이 보건 자원을 

놓고 정신보건과 경쟁을 한다. 를 들어 방 종 홍보, 양 공 , 후천성면역결

핍증 방 등은 종종 정신질환보다 우선순 가 높다.

이런 경우 추천되는 략은 우선순 가 높은 다른 보건 문제에 정신보건 로그

램을 연결시켜 정신보건서비스를 일반 인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는 것이다(Freeman, 2000). 

∙ 1차보건팀의 저항 : 일반 으로 이들은 이미 과 한 업무를 맡고 있어 흔히 

정신보건 로그램을 추가 인 업무라고 인식한다. 이는 특히 보건기술직과 문

직의 훈련과정에 정신보건과 련된 내용이 충분히 포함하어 있지 않을 때 그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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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나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 문가는 1차진료 이 원하는 것, 항하는 

이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이들과 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1차진료 기술직과 문직이 그들의 일상 인 업무에 정신보

건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 는 이 주제에 한 지속 인 교육

의 결과이다. 이는 경력의 개발과 지속 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 정신보건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1차보건팀의 불신 : 1차보건 은 흔히 일반 주민

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에 한 편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약물치료와 정신사회  

치료의 효과에 해 잘 알지 못한다. 

1차진료 에게 정신보건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한 략은 1차진료 인력과 정

신보건 문가가 정기 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문가가 일정기간 1차진료기 을 방문한다. 

방문기간 동안 증진  방을 한 활동들을 함께 실행하고, 환자를 함께 평가하

고 치료하며, 이론과 임상사례에 해 토의하고, 상호 의뢰 차에 해 동의하고, 

행정 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 1차진료와 전문치료 사이의 부적절한 연계 : 때때로 과 한 업무부담을 가진 

1차진료 은 환자를 모두 문가에게 의뢰하곤 한다. 그들은 가벼운 질환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거나 증진과 방을 한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정신보건

문가의 업무를 과 하게 만들고 상자가 서비스를 받기 해 장시간 기다리도

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문

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증세가 호 되더라도 1차진료로 다시 의뢰되기 어려

워지며, 이는 문가의 부담을 더욱 가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건부의 정신보건 문가는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지원조직을 강화시켜 그들

이 1차진료와 문 진료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각각의 표들이 자주 모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상호 의뢰과정에 해 기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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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야만 한다.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을 통해 양자 간의 연계방법과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 분야 이외의 분야가 정신보건에 관심을 갖지 않음 : 다른 분야에서 정신보건 

문제에 우선순 를 두지 않거나 정신보건을 그들의 련 업무로 보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다. 부분의 사회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에 한 이해 부족과 낙인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보건부 혹은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 문가는 다른 부서의 문가들과 만나야 

한다. 다른 부서의 우선순 를 이해하고 정신보건정책에 있어 공통 역을 찾는 

것이 요하다.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이미 그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이나 방 서비스도 이미 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건부는 다른 부처와 공유할 수 있는 정신보건의 심 역을 찾아야 한다. 

동일한 과정이 지역보건과 수 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사회 모델에 관심이 없는 정신보건전문가 : 많은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사 

그리고 다른 정신보건 문가들은 부분 정신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 그들은 

일반 으로 치료와 재활 과정에 해 단편 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기간을 가진 증 정신질환에 국한된 질병모델을 받아들여 왔다. 이들 

문가들에게는 한 병원에서 일을 함으로써 높은 여나 연구의 기회, 보다 

많은 교육과 학문 인 경력과 같은 인센티 가 주어진다. 이들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보건부와 보건과의 문가들은 지역사회기 에서 일하는 정신보건 문가들에 

한 인센티  도입과 1차진료 에 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인센티 는 

인 것일 수도 있고 경력과 련된 것일 수도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한 연구

를 지원하기 한 산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근무를 보다 선호하도록 하는 



7. 옹호활동 지원의 장애물과 해결책｜ 153

것도 요하다. 

국가나 지역이 지역사회서비스에 한 경험이 없다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에 한 문가를 빙한다.

∙지역사회서비스에 한 시범사업이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에 한 교육기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서비스에 한 교육을 해 정신보건 문가를 다른 국가에 견한

다.

∙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욕구 :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한 문제로, 정신

보건 문가의 수가 부족해 일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들은 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고, 1차진료 과 력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지역보건과는 정신보건 이 그들의 역할과 시간 리를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

다. 이들 은 자신들의 업무의 일정부분을 1차진료 , 소비자나 가족 는 자조 

모임, 통의료 인력, 기타 이용 가능한 자원들에 임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정신보건 은 1차진료 과 연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의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정신보건 은 이러한 략이 치료의 근도를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며, 치료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정신병원 노조의 저항 : 이것은 몇몇 국가의 정신보건 개 에 있어 잦은 장애물

이었다. 병원 근무자들은 지역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직업과 특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은 병상수가 감소하거나 병원이 폐쇄될 때 

더욱 커진다. 수용화와 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이념 인 입장이 작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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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보건부의 문가들은 병원에서 일하던 어느 구라도 정신보건정책의 실행으

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여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탈원화의 과정

이 지속되고 지역사회기 이 계속 세워져 가는 에도 병원 근무자들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해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병원의 정신보건 문가들이 훌륭한 지역

사회 인력이 되었던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시스템 내에서 무언가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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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안 및 결론

국가나 지역에서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복잡

한 과정이다. 많은 요인들과 다양한 정신보건 계자들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 지침서를 통해 정책 입안자와 공 보건 문가들은 각 단계에서 활동을 계획

하고 도 에 직면하며 장애물에 처하는 방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

피한 지역사회의 실로 인해 부분의 해결책은 이 지침서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책에서 주어진 정보가 필요한 일을 찾거나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책, 계획, 로그램을 담당하는 문가들은 역학, 리, 계획, 산, 상  

로비 분야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실제의 사람과 그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론과 실천 사이를 오가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환경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계획, 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해당 국가

들의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용해야 한다. 

정책, 계획, 프로

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몇 가

지 능력을 개발해

야 한다. 

국가나 지역에서 

정신보건정책, 계

획,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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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신보건을 한 정책,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은 필수 인 일이다. 정책과 계획, 로그램을 갖춘 경우, 그 국가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체계 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지침서

에서 제시된 단계들을 실행하는 것은 정치  의지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 아주 

느린 과정일 수 있다. 일반 주민에 한 향을 확인하기까지는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에서의 경험은 이 단계들이 정신보

건정책, 계획, 로그램 개발을 해 실 가능한 단계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과정은 주민의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게 된다(WHO, 2001a).

∙정신질환의 증상 호

∙여러 역에서의 기능 향상( : 가족, 사회, 학교, 일)

∙업무 생산성의 증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심리  장애와 사회  장애의 방

∙사망률 감소( : 자살)

정신건강 증진, 질환의 방과 치료, 재활의 상이 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갖고 있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정신건강의 증진

과 안녕, 환자들의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은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행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 그 이상의 동기를 부여해 다. 

정책과 계획, 프로

그램을 갖춘 경우, 

그 국가는 주민들

의 정신건강을 체

계적으로 증진시

킬 수 있는 좋은 위

치에 서 있는 것이

다.



부록 도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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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과 예방 빈곤 지역의 모자유대 강화 프로그램

(Driscoll, 1998; Freeman, 2000)

정신보건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예방사업:

아동학대, 노인유기, 이주자와 피난민의 정신적 외상

(Tansella, 2000)

학교 정신보건 사업(Freeman, 2000)

학생들의 대처기술 및 친구관계 개발 프로그램(Driscoll, 1998)

지적장애(정신지체)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요오드 섭취(요오드염이나 요오드 

첨가 식수, 요오드가 첨가된 기름, 루골액)

(WHO, 1998b, 2001a)

임신한 여성의 알코올문제 확인, 지지적 상담과 조기 치료

(WHO, 1998b, 2001a)

모든 신생아에 대한 페닐케톤뇨증 검사 및 저페닐알라닌 식이

(WHO, 1998b, 2001a)

간질 적절한 산전관리, 안전한 출산, 소아의 열성질환 치료, 뇌손상 

예방, 기생충 및 감염 질환 관리(WHO, 1998b, 2001a)

우울증 1차진료기관에서의 외래 치료(WHO, 1998c, 2001a)

자살 우울증을 가진 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총기류 규제, 유해가스 해독, 독극물 규제,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물리적 방법(WHO, 1998b, 2001a)

정신분열병 지역사회서비스: 외래치료, 주간보호센터, 지원고용, 가족지

원, 주거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팀((Lesage & Tansella, 1993; 

Knapp, Chisholm, Astin et al., 1997; WHO, 2001a)

    <표 16>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예

부록 1.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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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환자에 대해 입원의 대안으로 응급 주간병원에서 치료

(Department of Health, UK, 1996; Horvitz-Lennon, 2001)

클로자핀과 같은 특정 항정신병 약물의 처방으로 입원치료 비

용을 감소(Department of Health, UK, 1996)

알코올 및 약물남용 초기 음주 문제자에 대한 1차진료 인력의 단기 개입

(WHO, 2001a)

알코올 및 약물 의존자를 위한 상담, 행동치료, 자조 모임

(WHO, 2001a)

* 이 들은 실행을 한 특정 권고사항은 아님.

  증진과 예방

∙빈곤지역의 모자유대 강화 : 수년에 걸친 가정방문과 부모 지지, 사회기술 훈련, 

지역사회 자원에 한 안내, 부모의 교육  직업 인 목표에 한 도움 등을 

포함하는 집 인 개입. 유아의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청소년기 행동문제가 어

들며, 우울증의 험도 낮아진다. 

∙일반적인 예방사업 : 아동학 , 노인유기, 이주자와 피난민의 정신  외상; 빈곤, 

가족 내 고립, 학력과 경제  의존으로 인한 무기력, 여성에 한 억압에 항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개입

∙학교 정신보건 사업 : 등학교와 학교의 훈련된 교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방을 한 생활 교육, 약물남용 방, 정신건강 증진  폭력 방에 해 개입 

∙학생들의 대처기술 및 친구관계 개발 : 체 아동이나 고 험 집단을 상으로 

인지기능 증진, 사회기술  부정  감정에 한 처기술 훈련, 학교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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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갖기, 분노 조 과 자신의 감정 이해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 인지능력

이 향상되고, 친구에 한 거부감이 낮아지며, 수치감이 고, 사회 응 능력이 

향상된다.

  지적장애(정신지체)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요오드 섭취(요오드염이나 요오드 첨가 식수, 요오드가 

첨가된 기름, 루골액) :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 이나 식수에 요오드를 첨가. 안으

로는 고 험 여성에게 루골액을 복용시키거나, 근육주사로 요오드 오일을 투여할 

수 있다. 임신 에 요오드를 투여할 경우 임신 반기에 태아를 완 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요오드염이 비용-효과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임신한 여성의 알코올 문제 확인과 지지적 상담, 조기 치료 : 임신  진료의 한 

부분으로 실시한다. 여기에는 모든 임신 여성에 한 선별검사 목 으로 실시되는 

간단한 질문과 경증- 등도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여성에 한 상담, 심각한 문제

가 발견되었을 경우 문기 의 의뢰가 포함된다. 임신 여성의 약물남용과 태아알

코올증후군 발생이 어든다. 

∙모든 신생아에 대한 페닐케톤뇨증 검사 및 저 페닐알라닌 식이 : 생후 7일 내에 

신생아의 페닐알라닌 수치를 확인하기 해 액검사를 실시한다. 페닐 톤뇨증

이 있는 소아에게는 생후 3주까지 특별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한 부모 상담을 

제공한다. 뇌손상 방과 지능 하를 일 수 있다.

  간질

∙적절한 산전관리, 안전한 출산, 소아의 열성질환 치료, 뇌손상 예방, 기생충 및 감염 

질환 관리 : 1차진료기 에서 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과정

에 한 의료수 을 향상시킴. 소아에 한 해열제 사용, 냉욕요법, 방 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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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 제공과 같은 방법들이 간질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우울증

∙ 1차진료기관에서의 외래 치료: 1차진료기 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과 성

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우울증의 조기 발견, 항우울제가 필요한 경-

증의 우울증 치료, 개인 정신치료  집단 정신치료, 증의 우울증일 경우 문

기 으로의 의뢰 등이 포함된다. 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어들고 증상이 호 된다

는 증거가 있다. 

  자살

∙우울증을 가진 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 정신과 의사나 지역사회 정신보

건 이 자살 험이 높은 정신장애(우울증, 알코올  약물남용, 정신분열병)를 가진 

사람을 상으로 서비스를 달한다. 여기에는 외래치료, 낮병원, 입원치료가 포함

된다.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 유지로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증거가 있다.

∙총기류 규제, 유해가스 해독, 독극물 규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물리적 방법 : 자살방법에 한 근을 막는 개입이다. 여기에는 총기류 매를 

제한하는 법률제정, 일산화탄소 해독, 자동차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제한, 독극

물 사용 제한, 고층 빌딩과 다리에 난간 설치하기 등이 포함된다. 가스 해독과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이 자살률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정신분열병

∙지역사회서비스 : 외래치료, 주간보호센터, 지원고용, 가족지원  교육, 주거지

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이 포함된다. 정신분열병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에는 정신사회  개입과 약물치료가 포함된다. 낙인과 차별을 이기 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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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에 제공되는 개입방법에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입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과 사회복귀율이 향상된다는 증거가 있다. 

∙급성기 낮병원 치료 : 선별된 환자에 해 입원의 안으로 고려되는 방법이다. 

정신분열병의 성기 증상을 가진 사람과 집 인 정신사회  개입  약물치료

를 받고 있는 상자에게 정신보건 문 이 낮시간 동안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효과 이고 입원치료에 비해 비용 감의 효과가 있다. 

∙클로자핀과 같은 특정 항정신병약물 처방은 지역사회 환경에서 입원치료의 

비용을 일 수 있는 비용-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투여로 정형 항정신병약물에 반응이 좋지 않았던 이들이 임상  효과와 사회복귀

가 개선되고, 입원기간이 짧아진다는 증거가 있다. 

  알코올 및 약물남용

∙조기 음주 문제자에 대한 1차진료 인력의 단기 개입 : 몇 회기에 걸쳐 실제 인 

충고와 함께 음주행동에 한 교육과 주에 한 동기 강화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음주량과 과음이 어든다는 증거가 있으며 비용면에서도 효과 인 

방법이다. 

∙알코올 및 약물 의존자를 위한 상담, 행동치료, 자조 모임 : 알코올  약물남용자

와 그 가족의 치료를 해 일반보건 문가들의 력이 필요하다. 해독, 동기강화, 

문제에 한 처기술 훈련, 치료 공동체  기타 한 치료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자조 모임 역시 치료 공동체와 기타 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약물남용으로 인한 비용 감소, 건강  사회 인 문제( : HIV 감염  범죄행  

감소)를 개선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1. 지침은 소비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침은 가능한 한 소비자가 평가하는 개인 또는 주민의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예: 삶의 질, 기능 수준).

2. 지침은 최선의 유용한 증거를 기초로 해야 한다 

  양적 연구나 체계적인 검토와 더불어 잘 설계된 질적 연구 자료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두 가지 연구 방법이 모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집단 사이의 

동의나 다른 국가에서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대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 

3. 여러 분야가 함께 지침을 개발해야 하며,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

  지침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지침의 개발에 일정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보건전문가, 정신보건전문가, 관련 소비자와 가족단체의 

대표, 공중보건전문가,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대표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의 참여는 

지침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지침은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해야 한다

  인구와 지리적 위치, 자원의 이용가능성, 소비자의 기대, 가치와 선호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결고리 속에서 국가의 지침은 지역과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 지침은 자원의 수준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경제적인 평가가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비용에 관한 자료는 치료

방법의 선택, 관리 및 구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지침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지침은 적절한 기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거나 새로운 근거들이 제시되

었을 때 재검토되어야 한다.

* 출처 : New Zealand Guidelines Group(2001)

    <표 17> 정신보건 지침 개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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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신보건지침 개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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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신보건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지원: 관계자의 역할  

아래에 제시된 계자의 역할은 정신보건정책, 계획, 로그램의 략에 명시되

어야 한다.

1. 보건부 정신보건전문가의 역할

∙일반 주민과 정책결정자들로 하여  정신보건 욕구와 요구, 그리고 이를 충

족시키기 한 략에 해 심을 갖도록 함.

∙정신보건법, 정책, 계획, 로그램을 수립, 리, 평가

∙다른 분야나 소비자단체, 가족단체와 력하여 국가 정신보건사업을 제안하

고 실행함.

∙ 학  학원 과정에서 의료인력 교육을 활성화

∙우선순 를 설정하고 연구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정신보건정책 평가와 

연구를 강화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의 배출과 승인을 강화하는 략 수립  실행

∙임상과 행정에 한 지침과 기 을 만들어 보 하며 정신보건 이 활용하도

록 함.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일반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 악

∙지역보건과 정신보건 문가의 업무 지원

2. 지역보건과 정신보건전문가의 역할

∙일반 주민과 정책결정자들로 하여  지역의 정신보건 욕구와 요구, 이를 충

족시키기 한 략에 해 심을 갖도록 함.

∙지역의 정신보건계획과 로그램을 수립, 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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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나 소비자단체, 가족단체와 력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제안하고 

실행

∙일반보건 문가와 정신보건 문가의 장교육 활성화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의 개발과 승인을 강화하는 략 수립  실행

∙임상과 행정에 한 지침과 기 을 만들어 보 하며 정신보건 이 활용하도

록 함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일반 주민의 정신건강 상태 악

∙ 반 인 차를 만들고, 의뢰-역의뢰 과정에 한 실행과 일반보건 과 정

신보건  사이의 정기 인 모임을 통해 지역의 정신보건 네트워크를 리

3. 지역사회 정신보건팀의 담당자 기능 

∙업무를 분담하고, 서비스 근성과 질, 지속성을 개선시키기 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원의 업무 조정

∙1차진료 과 다른 정신보건기  사이의 상호 의뢰 차 수립

∙해당 지역의 1차진료 과 함께 정기 인 정신보건 자문체계 리

∙해당 지역 내의 환자, 가족, 자조 모임, 옹호 집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

∙해당 지역 내의 다른 분야 문가와 함께 정신보건 계획을 세우고 실행

∙  내에서 행정, 증진, 방  임상에 한 지침의 활용 강화

∙업무와 환자에 한 최신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 으로 평가

∙주민의 정신보건 욕구와 기 , 제안에 한 정기 인 평가

4. 1차진료팀의 정신보건담당자의 역할

∙증진  방서비스,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강화

하기 한 1차진료 원의 업무 조정

∙지역사회 정신보건 과 기타 정신보건기  사이의 상호 의뢰 차를 규정하

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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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보건 에 의한 정기 인 정신보건 자문체계 리

∙해당 지역 내 환자, 가족, 자조 모임, 옹호 집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

∙해당 지역 내의 다른 분야 문가와 함께 정신보건 계획을 세우고 실행

∙  내에서 행정, 증진, 방  임상에 한 지침의 활용 강화

∙업무에 한 최신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 으로 평가

∙주민의 정신보건 욕구와 기 , 제안에 정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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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정신보건정책(Mental health policy) 일반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한 가치, 원칙, 목표, 

활동에 한 조직화된 정책.

 

정신보건계획(Mental health plan)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방과 치료  재활에 

한 략의 실행을 해 사 에 작성된 상세한 계획.

  

정신보건프로그램(Mental health programme)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의 방과 치료 

 재활에 을 맞춘 목표지향  개입. 보통은 단기간 진행됨.

  

지역보건과(Health district) 보건부의 기능을 분권화하는 에서 만들어진 국가의 행정

 정책 부서.

  

정신보건 관계자(Mental health stakeholders)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심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 환자와 가족, 문가, 정책 담당자, 산 담당자  기타 이해집단이 

포함된다.

  

가치(Value) 바람직한 형태의 행동이나 방법에 한 문화  신념이나 태도, 단, 비교를 

이끌어내는 최종단계.

  

원칙(Principle) 행동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기본 인 사실이나 원리.

  

실행 영역(Areas for Action) 계획의 목 을 해 구별된 정책의 보완 인 측면.

  

전략(Strategy) 목표나 목 의 달성을 한 활동의 순차 인 조직화.

  

정신보건서비스(Mental health intervention)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방하며,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활동.

  

제공자(Provider) 주민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달하는 조직, 정신보건  혹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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