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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s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psychiatrists in South Korea since 1945,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has played important contribution in academic and mental health development. It is time to plan long-term policy for future strategy. Thus, the authors tried to perform brainstorming in members of a special task force team and survey for internal specialists in the KNPA
and external professionals. Based on the above major issues and results of the survey, the authors
suggest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long and mid-term policy for K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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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되었다.
반면 현재의 정신건강의학이 위기상황에 있다는 의견도 제

정신과학의 미래는 희망적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

시되고 있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영국과

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1개 질병분류항

미국에서 정신의학에 대한 의대생의 지원과 관심이 저하되는

목 중에서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 환자수의 증가는 암환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해외저널에서 정신과의 위기를

1)

보다 높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정신건강

다루기도 하였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원인과 대처에는 상

의학과 전공의 지원자는 모든 임상과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하

이한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

있다. 1) 생물정신의학으로 환원, 2) 비정신과 의사, 타직역 심

로 개명하여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맞는 정체성의 변화를 담

리치료자 또는 무자격치료자의 치료 확대, 3) 보험제도로 인한

아내고자 했으며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개명하여 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위축, 4) 심리사회적 영역의 강조로 인

2)

적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한 바 있다. 공중파와 신문지상에서
흔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

한 의대 또는 의학내적인 관심의 저하가 그것이다.3-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생물-정신-사회적 접근을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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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로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견

2) 학회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편, 3) 학회의 홍보활동

해이다. 생물학적 측면만이 강조되면 심리사회적 접근이 무

강화 이렇게 3개의 군으로 간소화하고,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

시될 수 있고 최근 약물치료의 발전과 보험제도의 변화와 함

분은 학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논의에 포함하였다.

께 환자와의 관계측면이 약화되면서 ‘정신’ 없는(mindless) 정

결

신의학, 즉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마치 약만 주는 사람(pill

과

pusher)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정신사회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정신치료와 사회적

설문대상의 특성

참여는 강화되나 의학 전문분야의 하나로서의 정체성에는

내부전문가는 26명으로 평균연령은 51.1세였다. 대학병원

제한이 될 수 있고 전공의 지원 및 확보에는 약점이 될 수도

이 14명(53.8%)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사립병원 6명, 개

있다.

인의원 3명, 국공립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3명의 순이었

이러한 변화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한

다. 외부전문가는 25명으로 평균연령은 44.5세였다. 공무원

신경정신의학회는 이전과는 또 다른 도약과 변화의 시점에 놓

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회사 등 기업이 5명, 타과교수

여져 있다. 변화에 맞서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대표

(예방의학, 심리, 사회복지)가 5명, 언론 및 방송인 4명, 지역

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회정신보건기관 3명, 국책 및 연구기관 2명의 순이었다.

과제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내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
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학회 활동에 대한 평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의학회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 공통으로 학
술 및 연구활동, 내부 교육 및 수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

방

법

은 평가를 보였다. 내부전문가는 회원 권익옹호와 정신보건정
책개발 및 대정부 활동에 가장 낮은 평가를 했다. 반면 외부전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정책연구소 연구자 회의

문가는 대국민 홍보 및 올바른 정신건강 지식전달과 정신보

를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

건정책개발 및 대정부 활동에는 낮게 평가하고 회원 권익옹

사 문항을 개발하고 위원의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여 최종적

호는 3.3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했다.

인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1) 학회의 현재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질

동에 대한 평가, 2) 정신건강에 대한 현안과 인식, 3) 학회의 중

문에는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 공히 4.0점으로 비교적 높

장기 발전방향 개선, 이렇게 세 영역의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

은 평가를 보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이 윤리적이며 부

되었다. 본 설문지는 전체 대의원들 127명과 외부전문가 25명

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내부전문가는 4.0점, 외

에게 설문 문항을 발송하여 대의원 26명, 외부전문가 25명에

부전문가는 4.4점으로 높은 평가를 했으며 외부전문가의 평가

게 무기명으로 응답을 받았다. 설문은 웹기반 설문조사로 시

가 더 높았다.

행하였고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 솔직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 우선순
위에 대한 질문에서 내부전문가는 수가체계, 편견과 낙인, 법

외부전문가는 최근 2년 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활동을

과 제도적 문제 순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답하였고 학회와 정

함께한 경험이 있는 관련부처 공무원,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과 타과 및 직역과의 관계가 가장

과, 예방의학 등 타과 교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0년 이상 근

낮은 결과를 보였다.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과

무한 상임팀장 이상의 직원, 언론 및 방송인, 제약회사 임원,

낙인이 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프

홍보기획사 임원, 국책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라와 자원의 부족, 예방적 개입의 부족을 높게 답하였다. 타과

연구진이 복수로 추천하여 순위가 높은 순으로 설문을 시행하

및 직역과의 관계나 정신과 학회의 역할 한계가 낮은 것은 내

였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관련 국내

부전문가와 동일하였다. 반면 수가체계는 4.0점으로 우선순위

외 학술단체와 학회의 사례들에 대한 문헌을 찾아 고찰하고

에서 중간을 차지하였다.

정리하여 201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공

정신건강의학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질환을 하

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본고에서는 최종적으

나만 고르라는 질문에 내부전문가는 기분장애가 53.8%를 차

로 설문조사의 범주를 1) 학회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전략,

지하였고 정신병적 장애가 46.2%로 뒤를 이었다.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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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병적 장애가 44.0%, 기분장애가 28.0%, 자살, 불안장애,

학회에 대한 제안

소아청소년의 순이었다.

내부전문가 의견으로는 사회적 편견과 저수가에 대한 의견

20년 후 정신건강의학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을

이 많았다.

예측하라는 질문에 내부전문가는 기분장애, 스트레스, 불안장
애, 기억력장애, 자살, 정신병적 장애, 인격장애 순으로 답하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
한다.”

다. 반면 외부전문가는 기분장애, 스트레스, 인격장애, 중독,
치매, 정신병적 장애 순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을 지속적으로 없애 나가야
한다.”
“대국민 홍보가 미약하다.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이 되었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어도 언론의 홍보가 부족하고 정신과 진료를 하면 보험 가입

학회가 20년간 중요하고 시급히 개입해야 할 영역을 묻는

이 안 되는 문제가 정신과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

질문에 내부전문가는 노인정신건강,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분과학회가 너무 많고 중요한 내용은 분과학회에서 주로

3영역이 가장 높았다. 외부전문가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

다루다 보니 본학회의 내용이 점점 부실해져 임상실제영역을

진은 동일했으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가장 높게 보았다.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것을 묻

“저수가 체계에서 질 높은 서비스에 보상이 부족하다 보니

는 질문에 내부전문가는 수가개선, 대국민 홍보 및 언론활동

사회의 요구에 비해 진료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강화,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 양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근

못해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연구활동 강화와 학회 운영의 투명성과

“개원의, 봉직의, 수련병원 등 직역과 영역에 따라 회원의

윤리성 강화는 낮게 평가하였다. 외부전문가는 다양한 영역별

이해와 요구가 달라 회원의 다양한 요구를 담는 전체회원의

전문가 양성, 사회적 공공적 활동에 적극 투자, 대국민홍보 및

대표기관으로서 재정립이 필요하다.”

언론활동강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학회의 대표성 확립과

“20개가 넘는 분과학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 단결, 학회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의 우선순위는

“다양한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이나 장비의 개발 보급이 필

낮게 평가하였다(표 1).

요하다.”

Table 1. Important and urgent policy lists of KNPA prioritized by internal special specialists and external professionals (내부 및 외부전문
가가 본 중요하고 시급한 학회의 정책 우선순위)
Internal
specialist (내부 전문가)

External
specilist (외부 전문가)*

Improvement on health insurance medical fee schedule (건강보험 수가 개선)

4.4

3.9

Promote public relations and media publicity activities about mental health
(정신건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언론활동 증진)

4.2

4.2

Training professionals from diverse fields and manpower cultivation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형성)

4.1

4.3

Ensuring specialty of new mental health issues
(새로운 정신건강문제에 전문성의 확보)

4.0

4.0

Activate research on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법적 제도적 정책연구 활성화)

4.0

3.7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reatment model relevant to Korean
situation (한국상황에 맞는 치료모델 개발 및 보급)

4.0

4.1

Investment in social and public activities (사회적 공공적 활동에 적극 투자)

3.9

4.2

Establish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association, internal unity and harmony
(학회의 대표성 확립과 내부적 단결 및 인화)

3.9

3.4

Construction of national institution infrastructures like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등 국책기관 인프라 마련)

3.8

4.0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and confidence building with professionals

3.8

4.0

Build up the research activities based on evidence based medicine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연구활동 강화)

3.5

3.7

Build up a transparency and reinforce the ethical responsibility in management
of the association (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

3.2

3.4

Policy list (정책목록)

from diverse domains and encourage coalition network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신뢰 강화와 연대활동)

* : Rated by 5 point scale according to importance and urgency. KNPA :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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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신건강사업, 직무스트레스, 생애주기별 선별검사 등
의 예방 홍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기개혁의 노력이
선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회원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실제 윤리 규정을 어기는 회원
에 대한 과감한 징계도 일부 필요하다.”

외부전문가 의견

토

론

외부전문가의 의견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강화를
지적한 의견이 많았다.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설문조사결과 주요정책방향

“학술 및 연구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

에 대해서는 홍보의 강화와 다양한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에

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민간영역에서의 대국민 활동은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내부전문가는 수가

다소 학회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ex) 일반인들 대상 정신건

개선, 외부전문가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다.

강 관련 강연 및 자원봉사활동 등”

내부전문가들의 의견은 저수가 문제의 당사자로서 중요성

“학회의 특성을 벗어날 수는 없으나, 공공정신보건에 대한

을 보다 잘 알고 있을 수 있으며 저수가 문제는 단지 회원의

관심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며, 나아가 활동현장이 진료실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신사회적 치료 확산에 장애

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게 정신건강의학과 전

가 되고 있으며 수련병원 정신과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문의의 인식전환과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인식은 낮은 것으

각된다.”

로 나타났다. 향후 저수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 보

“각종 언론에 비치는 정신건강의학의 이미지가 아직도 학

험제도가 최선의 치료에 제한을 가져오는 데 대한 근거를 제

회의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대체로 학회 임원의

시하고 외부전문가와 여론을 설득하고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

임기가 2년으로 좀 짧지 않나 싶다.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다.”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회활동이 결집하여 힘을 발휘하려면 현재 학회를 절반

외부전문가가 가장 원하는 학회의 역할은 사회적 활동에 투

이하로 줄여야 시너지가 나고 동력이 생길텐데 오히려 군소

자하고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정책적 노력과 사

학회가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어, 회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회참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실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실패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또 학회의 발전에 가장 큰 자산

서 진행하는 홍보관련 활동은 다른 의학회에 비해 많거나 결

은 회원들이고 회원들의 지식과 경험인데, 정작 학회가 열릴

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의학회 중 유일하게 공영방송과 정신

때는 회원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원들의 권익

건강박람회와 음악회, 연극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의협

을 위해 좀더 활발하게 정부에 대응하는 가장 최고의 협상 기

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사모니터링을 단일 학회에서는 유일

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진행하고 있다.6) 하지만 외부전문가의 평가는 사회적 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국민과 많은 접촉

구에 비해 이러한 영역의 보다 체계적인 강화와 협력의 필요

을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양

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학회의 활동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한 분야와 사회 공공적 분야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

활동도 요구된다. 현재 연보와 뉴스레터(매월 발간)는 일부

여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정신건강분야에서 활

외부에 발송되나 주로 회원중심의 매체로 외부홍보를 위한 연

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수

례활동보고 등의 신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

요에 대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교폭력예방을 위한 100인 위원회 활동이나 2014년 4월 16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회 이슈를 선제적으

세월호 사고 후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같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로 발굴,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학회의 공공적 성격의 강화

한 회원의 사회적 봉사와 참여를 지원하고 학회가 담아내는 노

가 필요하다.”

력이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급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

를 위해서 2007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족한 대한정신

증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과 이들의 인권에 대해

건강재단이 다양한 재정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대국민 활동을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대로 치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학회는

료받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방치되다시피 한 정신과

언론활동과 컨텐츠를 맡고 생산된 표준프로그램을 통한 공

환자들의 치료 문제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해결해 가지

익적 활동을 재단에서 진행하는 역할분담도 고려될 수 있을

못한다면 정신질환 및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은 쉽게 사라지

것이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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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정신건강분야의 성장은 정

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9)

신사회적 접근의 근거가 마련되고 다학제적 접근이 강조된 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분도 분명하다. 그러나 영국의 정신의학 재생산의 위기가 지

서는 현실인식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가

나치게 생물학적인 데 있었다기보다는 정신사회적 측면이 강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회원들 간의 폭넓고 자유로운 소

조된 점에 있었다는 지적은 정체성 측면에서 고려할 가치가

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있다. 학술적인 부분과 임상적인 분야에서 의학의 한 전문분

종설에 제시된 바 있다.10) 본고에서는 내부 및 외부전문가의

야로서의 역할 정립은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이

의견을 수렴하고 비교하여 중장기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러한 부분은 학회의 중장기 계획에서 외부활동뿐 아니라 전

하였다. 향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논

공의 수련에도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의를 하는 데 기본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다른 의학분야에 비해 특히 정신건강의학분야는 제도와 정
책, 사회적 편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우리보다는 사
회적 편견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영국에서도 전공의를 대상으

중심 단어 : 정신보건·정신건강청책·정신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로 한 조사에서 정신건강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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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응급의학회
에서 실시하는 응급의학 전문의 인력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전
수조사를 통해 학회 구성원 전체의 상황과 인식을 통해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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