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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 근 호·장 미

Comparison of Mental Health Act about Involuntary Admission
among 4 East Asian Countries
Keun Ho Joe, MD, PhD and Mi Jang, MD
Department of Mental Health Services,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rends associated with the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by comparing involuntary admission processes in Asian countries.
Methods We obtained copies of the Mental Health Acts for four East Asian countries – Korea,
Japan, Singapore, and Taiwan (China). We then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act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of mentally ill patients, the types of hospitalization, and the procedures for involuntary
admission.
Results The Japanese provision for involuntary admission was the prototype used for the Korean system prior to the total revision of the Korean system in 2016. Regardless, Korea and Japan
still regard family members as pivotal in deciding on involuntary admission. Taiwan and Singapore
acts are characterized by the involvement of government or government-designated medical practitioners, not caregivers, in the hospitalization process. In Taiwan, involuntary admission is decided
by a judgment of a review committee and is a task of the government. In Singapore, the opinions
of experts are considered when making the initial decision on involuntary hospitalization, whereas
a judicial decision is essential for extension of that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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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onclusion Despite cultural and historical similarities, the systems of involuntary admission were
considerably different across the countries. We observed a reduction in the role of family guardians
and an increase in the use of more objective screening processes. All four countries were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ose recommendat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were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ety/culture. There may be a need to partially amend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Korea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sychiatric patients while maintaining a
stable therapeut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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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이름하에 전
면 개정된 것이다.

1995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기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주된 개정 내

재활의 개선을 위해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시행 20년 만인

용은 정신질환자의 개념 축소, 입원 규정 변화, 사회복지 서

2016년 5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유엔 MI 원칙(UN Prin-

비스 지원 규정 신설, 정신건강증진 규정 신설 등이다.4,5) 이

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비자의 입원 제도의 변화로

1)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나 유엔장

2주의 진단을 위한 입원 기간 이후에도 계속 입원이 필요한

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

2)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같은 국제적인 권고와 보호의

강의학과 전문의(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지정 정신의료

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포함)의 일치된

3)

판결 을 배경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소견이 요구되고,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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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

법무부의 법률정보시스템인 Singapore Status Online(https://

는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가적 심사기구로서의

sso.agc.gov.sg/)을 통해 ‘정신보건법[Mental Health(Care and

기대감을 표현한 의견6,7)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부족한

Treatment) Act]’을 검색하여 법조문을 확보하였다.18)

인력 및 예산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8,9)

있으며,

법조문은 각각 일본어, 중국어 및 영어로 되어 있었으나,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인 진단은 다른 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법조문을 확보하면, 자동번역이 되

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일본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늘릴 뿐 실제로 비자의 입원을 억제하

어의 경우에는 일본어 전공자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세부 내

10,11)

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정신

용을 확인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현지 정신건강의학과 전

건강심사위원회(구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심판위원회)와

문의를 통하여 별도로 영문으로 번역된 법안을 입수하여, 중

중복된 기능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

국어 번역본과 영문 법안을 비교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싱

려 환자들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포르의 법안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영문 법안 그 자체로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2) 최근 고 임세원 교수의 사

내용을 파악하였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망 사건 이후 사법치료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지고

부분은, 국외 전문가와 직접 접촉하여 의미를 확인하였다.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자의 입원의 절차 및 심사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법 내용 전체를 검토하지 않고, 비
자의 입원(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절차와 내용을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과거 다른 나라의 비자의 입원을 다룬 여러 연구는 주로

중심으로 각국의 법조문을 비교하였다. 특히, 비자의 입원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뉴질랜드 등 서구의 국가들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의 정의, 자의적 입원 및 비자의적 입

선진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는 내용이

원 등 입원 유형의 구분, 비자의 입원 대상자의 요건, 각국의

8,13-15)

위주였다.

이는 선진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를 벤치마킹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의 절차, 그리고 비자의 입원 결정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나, 아시아

따른 입원 기간, 비자의 입원의 비용 부담 등도 부가적으로

권에서의 가족의 역할이나 권한과 같은 문화적 특성이 고려

비교하였다.

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격리 수용에 대한 변혁

결

과 이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서구에 비해 단기간에 추진하고

과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도
동아시아 4개국 비자의 입원 관련 법령의 특징

아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사점
이 많고 비자의 입원 심사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주
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4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의 비자의 입원 제도 개관

일본에서 비자의 입원의 절차를 제도화한 정신위생법은

개국의 정신보건법, 특히 비자의 입원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

1950년 제정되었다. 이 당시 법 제정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

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내 비자의 입원 관련 법 조항

전 이후 방치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여 적절한 의

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일본에서
비자의 입원의 제도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과

방

법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우리나라의 시도지사)가 행정적인
조치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조치입원’으로 구성되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4개국에서 정신질환자의 비

다. 1950년 당시 인권 보호의 개념이나 지역사회 돌봄의 개념

자의입원과 관련된 법안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였다. 일본

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강제입원의 실체 요건이 정립되고,

의 경우에는 법무성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인 e-Gov

정신질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반영된 입

(http://elaws.e-gov.go.jp)를 통하여 현행 ‘정신보건 및 정신

법이라고 할 수 있다.19)

질환자복지에 관한 법률(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關
16)

する法律)’을 검색하여 해당 법조문을 확보하였다.

이후 일본의 정신위생법은 수 차례 수정을 거쳐 오다가

대만의

1995년 ‘정신보건 및 정신질환자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정

경우에는 중화민국 입법원의 법률정보시스템인 입법원법률

신보건복지법)’로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이는 정신보건복지

계통(https://lis.ly.gov.tw/lglawc/lglawkm)에서 ‘정신위생법

법과의 통합에 따른 결과였다. 또한 2013년 중요한 개정 사항

(精神衛生法)’을 검색하여 법조문을 확인하였다.17) 싱가포르는

이 정신보건복지법에 반영되는데, ‘보호자 제도’의 폐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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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보호자’라는 명칭이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사한 입원 유형으로 정신질환자이며, 의료 및 보호를 위해 입

변경되었을 뿐, 기존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었던 ‘의료

원시키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우려’가 있다고

보호입원’ 조항은 실질적인 차이 없이 유지되었다.20) 현행 일

인정되는 때 진행된다. 조치입원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정

본의 정신보건복지법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질환자에 대해 진단 및 보호 신청·통보·신고, 후생노동
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보건지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이하 지정의) 2명의 진찰, 도도부현 지사의 입원 조치의 절

일본에서는 정신질환자(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용어는 ‘精

차로 진행된다. 즉,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우려’가 있는

神障害者’임)를 다음과 같이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누구

합실조증(統合失調症), 정신작용 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또는

라도 가능)·통보(경찰관, 검사, 보호관찰소장, 교정시설장,

그 의존증, 지적장애, 인격장애,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의료관찰법에 의해)·신고(정신의료기관장에 의해)하고, 도

을 말한다(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5조).” 즉, 일본의 정신보

도부현 지사는 신청·통보·신고를 받거나 신청·통보·신

건복지법은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에서와는 달리, 기능상

고 없는 경우에도 조치입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저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정의 2명에게 진찰을 받도록 하여 각 지정의의 진찰 결과
가 일치할 경우 국립 정신병원 또는 지정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입원 유형의 구분

있다. 또한, 도도부현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우

일본의 정신병원 입원 유형은 임의입원, 조치입원, 긴급조

려’가 인정되나 신속을 요하고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입원(72시간 이내), 의료보호입원, 응급입원(72시간 이내)

지정의 1명의 진찰을 통해 7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국립 정

으로 구분된다. 즉, 임의입원은 우리나라의 자의 입원과 유

신병원 또는 지정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일본 정신보건복

사하게 환자 자신의 동의에 의해 입원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

지법 제29조).

러나 우리나라의 동의입원과 유사하게 정신과 병원의 관리

의료보호입원은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입원

자의 판단에 따라 비자의 입원으로 입원 유형을 전환할 수

과 비슷한 입원 유형으로 행정처분 성격의 조치입원과 달리

도 있다. 조치입원은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특별자

의료적 조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의료보호입원의 대상은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

의료 및 보호를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

원(이하 행정입원)’과 유사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 임의입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즉 동의 능력이 없는

72시간의 범위 내에 긴급조치입원을 강제할 수도 있다. 의료

정신질환자이다. 가족 등 1인의 동의, 혹은 가족 등이 없거나

보호입원은 우리나라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이하 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거주지나 소재지의

호입원)’과 유사한데, 시정촌(市町村)장(우리나라의 시군구

시정촌장의 동의와 지정의 1인의 진찰 결과 의료보호입원의

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과거 우리나

대상임이 판정되면 정신의료기관장에 의해 의료보호입원을

라의 정신보건법에서의 규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보호입원

시킬 수 있다. 의료보호입원을 시행한 경우, 정신과 병원의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72시간 내

관리자는 입원 동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10일

에 응급입원이 적용된다.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33조).

비자의 입원 대상자의 요건
일본의 조치입원의 요건은 1) 정신질환자일 것, 2) 정신질

기 타

환으로 인해 자타해의 우려가 있을 것, 3) 의료 및 보호를 위

조치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산정하고 도도

한 입원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29

부현이 지불한 경우 국가에서 3/4을 부담하도록 한다. 도도

조 제1항). 또한 의료보호입원에서의 요건은 1) 정신질환자

부현 지사는 조치입원을 시킨 정신질환자 또는 그 부양의무

일 것, 2) 의료 및 보호를 위하여 입원 필요성이 있을 것, 3)

자가 입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임의입원에 동의할 상태가 아닐 것 등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일본 정신보건

다(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33조 제1항).

복지법 제30조 및 제31조). 정신과 병원의 관리자는 조치입
원 및 보호입원을 한 환자의 증상 또는 기타 후생노동성령

비자의 입원의 절차
조치입원은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상의 행정입원과 유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신의료심사회(이하 심사회)에 정기적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입원의 경우에는 최초 6개월까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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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매 3개월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하며, 의

어야 하고, 4) 심사회의 60일간의 치료허가를 받아야 한다(대

료보호입원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심사회

만 정신위생법 제41조).

는 지정의, 정신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법조인 등 5인으로 구성되며, 서면심사를 통합 합의제로
운영된다(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38조).

비자의 입원의 절차
강제입원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보호자의 협조하에 입
원치료를 진행하는데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나 현의 주

대만 정신위생법의 비자의 입원 제도 개관

관기관은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5일 이내로 긴급안치한다(대

대만의 정신위생법은 1990년 사회적 안전에 대한 논의의

만 정신위생법 제41조 제2항). 긴급안치 2일 이내로 지정된

결과로 제정되어 2007년 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과 전문의 2인에게 증상과 기능상의 장애, 자·타해 행

개정되면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사기구인 ‘정신질환강제

위 및 위험을 포함한 입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진단증명서를

감정 및 강제지역사회치료심사회(약칭 심사회)’가 도입되었

작성하게 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서 등을 국가공공보건

다. 대만의 비자의 입원 유형은 단일한 형태만이 존재하는데,

정보시스템(National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에

시(市)나 현(縣) 정부가 주관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우

신고한다.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상에서는 행정입원에 가장 가깝다고

작업치료사, 환자권익보호단체 대표, 법조인으로 구성된 심

할 수 있다. 대만 정신위생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총 7인)는 긴급안치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의결하고 60일간의 입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원을 허가한다(대만 정신위생법 제42조 제1항). 입원 연장이

대만의 정신위생법 제3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은 다음과

필요한 경우 입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정 정신과 전문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고, 정서, 지각, 인지, 행동 등 정신상

의 2명 이상의 진단결과와 심사회의 연장허가를 받고 60일

태가 비정상적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발생

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대만 정신위생법 제42조 제2

하여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상태; 정신병, 신경증, 알코올 및

항). 심사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법

약물 중독,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인정한 정신질환을 포함하

원에 입원 중단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대만 정신위생법

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제외한다”. 또한 법 제3조 제4항에

제42조 제3항).

‘중증환자’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이 있다는 확
진을 받은 환자로서, 현실과 분리된 기이한 사고와 엉뚱한 행
동을 하여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시하
고 있다.

기 타
대만의 정신위생법상 비자의적 입원은 시나 현의 행정기
관에서 집행하는 행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성격의 행위에
부합하게 비자의 입원 조치와 관련된 진료비, 행정비 등 전체

입원 유형의 구분

지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대만 정신위생법 제26조).

대만의 정신위생법에서 입원의 유형에 대한 특별한 규정

비자의적 입원과 함께 강제적 외래치료명령 제도가 대만

은 없다. 다만, 정신위생법 제5장 제35조에 정신과적 치료 및

정신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다. 외래치료명령은 최장 6개월 이

돌봄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외래치료, 응급 서비

내의 범위 이내에서 약물치료, 약물농도 검사, 중독약물 검사,

스, 전일(全日)입원, 낮병원, 지역사회 재활, 재가돌봄 등의

기타 평가 등이 포함되며,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사

서비스가 그 예이다. 다만, 정신위생법 제41조에 전일입원을

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대만 정신위생법 제45조 및 제46조).

강제하는 상황 및 그 절차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제20조에
시나 현의 주관기관에서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절차가 규정
되어 있다.

싱가포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제도 개관

싱가포르의 정신질환자를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키는 데 있
어 근거가 되는 법령은 ‘정신보건(돌봄과 치료)법[Mental

비자의 입원 대상자의 요건

Health(Care and Treatment) Act]’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만에서 비자의 입원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법령은 2012년 12월 개정된 법령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는 1) 정신질환이 있는 중증 환

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조항까지 ‘정신

자이며, 2) 자·타해 행위나 위험이 있는 자로서, 3) 2명 이상

건강복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는 정신질

의 지정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있

환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법조문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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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는 데 우선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 정신보건법의 전

부 조항에 기술되어 있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7조). 또

문에는 해당 법률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지정

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구금, 돌봄 및 치료의

경우, 경찰관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된 정황이 확인되면 치안판사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8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정신질환자는 비자의 입원을 위해 위와 같이 경찰에 의해

싱가포르의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mental disorder)은

연행되기도 하고, 일반 의료인의 진료 후 의뢰되기도 하는데,

“정신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나 장애”로 정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정 의료인에 의한 진료 후 입원을 결정

되어 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

하는 요건은, 72시간의 입원 및 1개월 이내의 입원에서는 치

만, 사전적인 의미 수준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료의 필요성이며(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항 및 제2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와 같이 기능적 수준의 판

항), 6개월까지의 연장에 있어서는 1) 비자의 입원을 통한 치

단을 하고 있지 않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2조).

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고, 2) 환자 자신의 건강이
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에

입원 유형의 구분
싱가포르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입원의 유형에 대해 우리나

위험이 존재할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0조 제6항).

라나 일본과 같이 구분하고 있지 않다. 자의 입원이나 비자
의 입원의 유형 구분만이 아니라 응급입원에 대한 별도의

비자의 입원의 절차

규정이 있지 않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수행 절차는 단

싱가포르에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위해 경찰에 연행되거

일한 구조만이 존재한다. 다만, 입원(admission)이라는 용어

나 의료인의 진찰에 의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며, 그 중

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의뢰되어야 한다. 즉, 싱

에서 비자의적 입원의 경우에는 구금(detention)이라는 용어

가포르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키는 경우

로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금’이라는 용어는 형이 확

지정된 의료기관 혹은 병동에만 입원시킬 수 있으며, 지정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를 말하

의료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싱가

는데, ‘행정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용어가

포르 정신보건법 제3조). 환자가 의뢰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아닌 ‘구금’이라는 용어로 비자의적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지정 의료인(designated medical practitioner)은 입원치료가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싱가포르 정신보건법의 독특한 특징

필요하다는 소견을 가진 경우 72시간의 기간 동안의 입원을

이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0조).

명령할 수 있으며(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항), 추가

입원의 유형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입원의 기간은 구분하

적인 입원 기간이 필요하다는 다른 지정 의료인의 소견이

고 있다. 즉, 72시간 이내의 입원, 1개월 이내의 입원, 6개월

있는 경우 1개월의 기한 내로 비자의 입원(구금)을 연장할 수

이내의 입원, 그 이상 기간의 입원 등으로 기간에 따라 구획

있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0조 제2항). 만일 1개월 이상

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장을 위해서는 소정의 행정적 절차를

의 입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2명의 지정 의료인

거쳐야 한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0조).

(그중 1명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여야 함)이 해당

비자의 입원 대상자의 요건

할 수 있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0조 제3~5항). 즉, 정신

소견을 바탕으로 6개월까지 비자의 입원(구금) 연장을 명령
싱가포르 정신보건법에서는 비자의 입원을 위해 대상자

질환자에게 입원치료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정 의료인의 소견

를 경찰이 연행하는 조건으로 1) 정신질환이 있으며, 2) 정신

으로 구금 명령이 발효되며, 이 경우 자타해 위험의 유무가

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아닌 치료의 필요성으로 판단하게 된다.

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자의적 입원의 개시에 있어서 경찰은

6개월을 초과하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 결정의 과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즉, “모

정과 주체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 의료인이 명령하

든 경찰관은 정신 착란 상태에 있다고 신고된 사람 및 정신

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의 신청서에 의해 치안 판사가 결정하

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연행하여야 한

는 사법적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치안 판사는 조사원의

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들을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

신청서를 검토하고 및 필요에 따라 추가적 조사를 시행한 후

고 필요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

12개월을 기한으로 구금 연장을 명령하게 된다. 또한, 이후에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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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적인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에 의한 신청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및 치안 판사의 판단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치안 판사에 의

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이는 과거

한 구금 결정에 있어서도 치료의 필요성이 중요한 기준이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器質的 精神

된다(싱가포르 정신보건법 제13조).

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
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는 조항이 진단명을

기 타
싱가포르에서는 조사원(visitor)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기능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다.22)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된 정신의료기관마다 12명의
조사원을 배정하는데, 그중 6명 이상은 의료인으로 구성하
여야 한다. 조사원은 매 3개월마다 2명으로 짝을 이루어(2인

입원 유형의 구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

중 1인은 의료인) 배정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해

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입원 유형이 변경되었다. 입

당 기간 동안 새롭게 입원한 모든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명령

원의 유형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 입원을 신청하는 사

서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싱가포르 정신보건

람, 입원을 결정하는 사람, 퇴원 절차 혹은 퇴원 의사 확인 절

법 제4조 및 제5조). 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6개월 이상

차, 입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에 차이가 있으며, 각 사안

이 필요한지 조사하여 치안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일

별로 구분되어 기술하고 있다(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5장).

환자에게 퇴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명으로 이루
어진 조사원에 의해 퇴원이 명령될 수 있다(싱가포르 정신보
건법 제14조).

비자의 입원 대상자의 요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1)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으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의 입원 제도 개관

며,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

위험이 있어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두 가지 사항을

도 전반에 있어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정

모두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

의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 국가 계획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43조 제2항). 또한 행정입원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항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제 항목 또한 강화되었다.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제5장 보호 및 치료’에
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중에

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44
조 제1항).

서도 가장 먼저 기술된 내용은 보호의무자의 자격 및 의무
에 대한 내용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비자의 입원의 절차

법적으로 규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보호입원이 시작되

항이 보호의무자인 것이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하더

는 절차를 다루고 있다. 즉, 법령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의

라도, 보호의무자가 존재하는지, 보호의무자가 어떤 책임을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근거해서 정신의료

져야 하는지 등의 사항을, 입원 및 퇴원에 대한 다른 규정보

기관의 장에 의해 입원 절차가 개시된다. 행정입원에 있어서

다 앞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원 제도와 가장

는 제44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신

유사한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과도 차이가 있는 점으로, 우

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리나라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제도에 있어 보호의무

진단을 위한 입원을 명령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절차를

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료된다. 이러한 특징을 포함한 입원 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은 다음과 같다.21)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의 경우, 진단을 위한 입원(이하 진단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이하 치료입원)으로 구분지어 놓
았다는 점이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 비자의 입원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작 단계의 특징이다. 진단입원은 2주의 기간 이내 동안 수행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할 수 있으며, 진단입원을 거치지 않고서는 치료입원으로 진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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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치료입원으로 전환하여 입원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떻게 지정할 것인지,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며 안전은 어떻게

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보장할 것인지, 추가 진단 사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1명의 정신건강의

것이 적절할 것인지, 이들의 소견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소

학과 의사는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등 또는 지정 진단

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을 허가하는 주체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즉,

가 누구인지 법령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하부 법령에 위

입원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정신건강의

임하는 규정도 없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기는 하

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필요하며, 입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만,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

서 2주 이내에 추가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야 한다.

을 확보하는 기간을 진단 입원이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의 퇴원 의사를 매 2개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월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법 조항은 우리나라 정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

신건강복지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입원의 유형은

관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입원 전에 진

환자 스스로가 입원 및 퇴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

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재차 2주의 기간

이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입법

을 진단입원으로 명명하고 추가적인 전문의에 의해서 ‘정확

자의 우려라고 사료되지만, 환자의 퇴원 신청에 대해 정신의

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료기관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편견의 결과라고도 할

행정입원에 있어서는 입원의 필요성을 입원 전에 정신건강

것이다.

의학과 전문의가 확인하는 ‘진단’과 별도로 진단입원의 과정

또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에는 “누구든지

에서도 2인 이상의 ‘진단’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즉, 각기 다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

른 시점에, 다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수

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

행되는 행위 모두를 ‘진단’이라는 용어로 기술하고 있어 혼란

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을 야기한다. 또한, 진단을 하는 기준이 의료적인 관점인지,

규정이 있다. 자의입원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법률적인 관점인지 불분명하다(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43

진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다

조 및 제44조).

른 나라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전

우리나라의 모든 비자의 입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이미 정신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신고

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입원 결정 및 예약을 마무리

된 입원 사항에 대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한 자의입원 환자가, 며칠 뒤인 입원 당일 별도로 정신건강의

적합 혹은 부적합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

학과 전문의를 대면하는 번거로움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

록 되어 있다(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위원장은 조사

으며, 자의입원을 ‘비공식 입원’으로 대체하고자하는 주장이

원으로 하여금 입원신고서류나 진료기록과 같은 기록의 검

제기되는 사유이기도 하다.23)

토, 환자와의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의 적합 및 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은 소위원회

동아시아 4개국 비자의 입원 관련 현황 및 법령 비교
지리적으로 비교적 근접한 4개 국가이지만, 비자의 입원

에서 하게 되며, 재심이나 불복 혹은 이의제기의 과정 없이

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한 번의 심의로 입원적합성의 여부는 마무리되게 된다. 결론

인구는 약 1억 2700만 명에 달하는데,24)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은 입원적합

원 180875명과 조치입원 1502명 등 총 182377명으로 집계되

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또한 입

었다.25) 대만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2300만 명이며,26)

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를 통해 그 절차가 마무리된다.

비자의 입원은 791명이었다.27) 싱가포르의 인구는 2018년 기
준으로 560만 명에 달하는데,28) 비자의 입원의 규모는 9628명

기 타

이었다(unpublished data).29)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총 인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항 비자의 입원 시

는 2018년 기준으로 5160만 명으로 추계되며,30) 비자의 입원

추가 진단 제도 및 제6항 계속입원 심사 시 추가 진단 제도

환자의 연 인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합하여 3만 8774명

에 대한 조항은 구체적 절차가 법령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31) 이를 인구 100000명당 비자의 입원 연 인원으로 환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추가 진단을 할 전문의를 어

하면, 일본의 경우 143.6명, 대만의 경우 3.4명, 싱가포르의 경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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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71.9명, 우리나라의 경우 75.1명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

에게 있으며, 비자의 입원을 신청하는 것도 보호의무자의 몫

라를 기준으로 일본은 1.9배, 싱가포르는 2.3배 비자의 입원

이다. 별도의 법적 조항은 없지만,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환자

이 많다. 그에 비해 대만은 우리나라의 4.5% 수준에 불과하

에게 보호의무자의 존재가 확인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

다. 싱가포르의 경우 대만의 약 50.6배에 해당하는 비자의 입

입원을 종료하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다.

원이 시행되고 있어 그 차이가 가장 크다. 이러한 비자의 입

일본에서의 의료보호입원 또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의 규모의 차이는 사회적·제도적·법적 환경의 차이와

의료보호입원은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없는 환자의 경우 도도부현의 지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의료

비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동아시아 4개국의 법령의 주요

보호입원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호의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부록 1과 같다. 4개국의 정신보건법은

무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변화하

그 목적이나 체계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제

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족 관계의 다양성을 반영하였으며, 가

입원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추려 정리하였다.

족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다. 대만에서는 비자의 입원의 과
정에 가족의 신청이나 동의의 조항은 없으며, 비자의 입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발생하는 경우 그 과정에 협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싱가포
르에서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거나 치료를 지속하도록 하는

범위를 축소하여 사회적인 편견과 제약을 해소하고자 하였

의무를 가족에게 지우고 있지만, 정작 입원 과정에는 개입시

다. 그리하여 과거 질병 명칭으로 기술하던 조항을 개정하여

키지 않는다.

증상을 나열하고 기능적 수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본래 의도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중독질환이나 치매, 신경증, 소아질환

우리나라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

등이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해석 문제

한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도 제기되고 있다.

명기되어 있다. 실제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4항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의함에 있어 과

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 소위원회에 의해 입원 절차의 적합

거 우리나라의 정의와 유사하게 질환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 여부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결정되지만, 법 제43조

이에 반해 대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는 질환명과 기능

제5항에 의거하여 3개월간의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을 결정할

장애 부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에

권한이 마치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대한 정의를 부가적으로 명기하여, 법 해석에서의 논란의 여

있다.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입원이 필요하

지를 줄였다. 반면 싱가포르의 정신건강법은 정신질환을 포

다는 소견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정의를 대신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입원 절차에 관한 심사 제도가 아직 존
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신과 병원의 관리자로 표현된 기관장

비자의 입원의 유형

의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형태로 입원 과정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자의 입원의 유형을 비자의 입원을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국가자격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개시하거나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우리나

전문의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는, 5년 이상의 임상 경험 혹은

라에서는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의 유형이 있으며, 일본에서

3년 이상의 정신과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 중에 연수와 심사

는 조치입원과 의료보호입원이라는 유형이 분류되어 있다.

를 거쳐 지정된 의사(지정의)에 의해 입원 필요성을 판정한

물론 자의적인 입원의 유형 또한 별도의 조항에서 구분하고

다. 대만은 비자의 입원의 과정은 시나 현의 주관 부서가 결

있다. 그러나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는 비자의 입원의 유형을

정한다. 이에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의료기관 응급실로 긴급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 두 나라는 입원 결정의 주체와 절차가

안치된 환자를 진단하고, 비자의적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단순하고 명료하며, 가족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져 그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싱가포르는
비자의 입원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비자의 입원의 결정 및 보호자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보호의무자는, 학자들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

기관에 소속된 지정 의료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구
금을 명령하게 된다. 즉, 특정 의료인을 해당 업무에 지정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의 입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은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입원 심

다.32)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책임도 보호의무자

사 업무로 특정된 지정 의료인은 법률적 절차의 수행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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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다.

관장하게 되며, 60일간의 비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
다. 즉, 5일간의 긴급안치 기간은 비자의 입원 기간에 산입하

비자의 입원의 절차
동아시아 4개국의 비자의 입원 절차는 나라마다 저마다의

지 아니하며, 비자의 입원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
에 정식으로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이 강제되게 된다.

특성이 있다. 각국의 고유한 의료제도와 법률제도, 정신질환

싱가포르 또한 비자의 입원 절차에 가족이 결정하는 과정

자에 대한 인식 등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단순하게 비교하기

은 없다. 만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정신

곤란하다. 또한, 정신보건법이 태동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질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

사회적 합의의 결과도 현재 집행되는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은 그 사람을 치안 판사에게 보고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진단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비교하기 위해 부록

을 받게 할 것인지 판단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타해 위험성

2로 간략하게 도식화하였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비자의 입

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환자를 진료하다가 정신과

원의 유형이 단일하여 구현이 용이하였으나, 일본이나 우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사도 해당 환자를 지정된 정신

나라는 여러 유형의 입원이 있어 이를 모두 그림에 포함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경찰관의 연행 과정에 치안판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방법에서 밝힌 바와

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입원의 결정은 온전히 지정 의료기

같이, 우리나라는 보호입원만을, 일본은 의료보호입원만을

관의 지정 의료인의 권한이다. 72시간 안에 추가적인 지정 의

그림에 포함하였다.

료인에 의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1개월의 범위 내에

우리나라의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건

서 비자의 입원은 진행될 수 있다. 만일 환자에게 그 이상의

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시작되는데, 보호입원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최소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포함된 2인의

바로 시작되기도 하고, 동의입원이나 응급입원을 거쳐 보호

지정 의료인에 명령이 있어야 하며, 그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입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보호입원은 14일간의 진단입원

의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6개월까지의 모든 비

과 3개월간(진단입원 기간 포함)의 치료입원으로 다시 나뉘

자의 입원의 결정은 지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정 의료인의

며, 진단입원이 치료입원으로 전환되는 데는 국·공립 의료기

몫이다. 즉, 싱가포르에서는 일정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치

관에 소속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추가 소견이 있

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이 다른 의견보다 우선한

어야 하고, 치료입원이 1개월 이상 지속되기 위해서는 입원

다. 그 과정에서 매 3개월마다 조사원들이 지정 의료기관을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모든 비자의 입원

방문하여 모든 환자를 대면조사하고, 입원 절차 및 처우를

은 3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최초 입원 후 3개월 이상의

확인한다. 만일, 환자의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에는 의료적 소견보다는 치안 판사에 의한 법적 판단을 받게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되는데, 계속입원의 신청은 조사원에 의한다. 즉, 6개월 이내

일본의 의료보호입원은 지정의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결

의 판단은 의료적 소견에 의존하며, 장기적인 입원은 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한다. 일본은 아직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

이렇듯 동아시아 4개국의 비자의 입원 절차는 저마다 독

사 제도가 없다. 정신과 병원의 관리자는, 의료보호입원을

특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비자의 입원

시킨 경우 10일 이내에 입원 조치에 대해 보건소장을 거쳐

개시에 대한 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비

없지만, 대만의 경우 긴급안치 중 진행된 심사회의 결정 하나

자의 입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심사회에 매 1년마

의 절차로 심사가 확정된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지정

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의 명령으로 개시되는데, 이후 진행되는 조사원은 단

대만의 경우에는,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이

순히 입원 과정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나 병원 환

있는 중증 환자’를 발견한 경우, 경찰과 소방관은 그 사람을

경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며, 심각한 환자의 장기 치료를 법

신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체질환

원에 신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추

이 배제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

가 진단의 진단, 조사원의 대면조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에, 사전에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응급실로 긴급안치하도록

의 심의, 퇴원 및 처우 개선 청구, 인신 구제 심판, 국가인권위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긴급

원회 전정 등의 절차가 ‘비자의 입원’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

안치되며,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담당자가 지정된 정신과 전

을 중복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다. 이는 간혹 각 절차의 결론

문의에 의한 진단 및 심사회 신고, 심사회 검토 등의 사항을

이 상이하거나 다른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며 판단을 미루는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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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현장에서의 혼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술하고 있다. 또한, 제36조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정신의료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는 비자의 입원이 발

기관은 질병 상태, 치료 계획, 예후, 입원 이유 및 환자와 보

생한 직후 신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호자의 권리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명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

되어 있다. 그러나 불이행시의 처벌규정은 없다. 만일 환자나

르는 신고 제도는 없지만, 매 3개월마다 모든 입원 환자를

보호자가 심사회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비자의 입원 조치

조사원이 면담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비자의 입원 환자에

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위생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대한 파악 절차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4개국 중 비

법원에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자의 입원의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유로 정신의료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긴급안치 후 심사회

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의 비자의 입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

유일하며, 처벌 강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

으로 절차가 이루어져 있어, 사법기관은 권리 구제의 영역으

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가혹한 규정을 법안에

로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신보건법의 부제가 ‘보호와 치료를 위
한 법률’로 되어 있으며, 입원 과정에 개입하는 주체 및 절차

비자의 입원 시 권익 보호 및 권리 고지

에 대한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즉, 정신질환의 예방·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제1조에서 정신질환자의 권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

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

있고, 제2조에 의료 행위에 있어서 동의나 거부 등 자기결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

권을 존중받는다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정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률과는 그 목적이 달

신건강증진 시설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라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으며, 입원 과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입원 등을 하

정에서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사항이 없다. 권리 고지에

거나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대한 의무사항이 정신의료기관에 있지 않으며, 위반에 따른

없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

처벌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하는

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 행사에

입원의 연장 과정에서 법원이 개입하게 되므로, 조문에 해당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

사항이 없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다.” 이를 근거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입원적합성심사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의 대면조사, 처우 개선 청
구, 인신구제, 인권위 제소 등 총 9가지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사법기관의 역할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정신의료기관 장의 의무로

대만의 경우, 긴급안치 중 진행된 심사회의 비자의 입원 결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만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

정에 대해 정신질환자나 그들의 가족이 승복하지 못하는 경

법 89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

우, 법원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대만의 심사회

되어 있다.

는 재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심사 결과를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과는 달리 일본의 정신보건복

내부 회의로 다시 다룰 수 없으며, 정부의 행정 조치 성격인

지법에는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자기결정권, 권리 고지

비자의 입원 결정에 대한 다툼은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정신보건

법체계에 부합한다.

복지법 제38조 4항에 비자의 입원을 한 환자 혹은 가족이 도

싱가포르의 경우, 비자의 입원을 통한 치료가 6개월 이상

도부현의 지사에게 퇴원 혹은 처우 개선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사원이 판단한 경우, 치안 판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신의료심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사

사의 명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6개월 이내 기간의

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관리자는 비자의 입원을

입원은 의료적 재량권에 위임하지만, 그 이상의 구금은 사법

한 환자에게 권리 구제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정신

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정책이 반영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법의 조문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사항으로
기술하거나 처벌 조항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법원이 직접 등장하지
는 않는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비자의 입원한 경우, 해당인

대만의 경우에는 정신위생법 제1조에 법의 목적으로 환자

은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피수용자’로 간주하며, 피수용

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

자는 제3조에 의거하여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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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제3자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란 다음 세 가지 방향, 1) 제3자 의료인의 판단 : 이해관계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2) 강제입원에 대한 심사

고

찰

기구의 판단, 3) 사법부의 판단 등의 심사 제도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추가적인 전

정신의학의 역사는, 뇌과학이 발전하고 뇌의 변화가 생각

문의 소견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판단이라는 두 가지

과 행동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를 통해 병적 증상을 설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과 더

여러 가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인권 보호라는 법안의 취지는

불어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게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들을 활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행정적 낭비와 과도한 규제만 초래

용하여 치료하고 보호할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이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0) 본문에서 정리한 바대로 우

33)

그 와중에 간혹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발

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국가에서도, 입원이라는 단일

생하는데, 전통적으로 의료적 온정주의(medical paternalism)

다고 할 수 있다.

과정에 대한 심사를 여러 기관에 의해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라는 이론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자기결정권에

있지 않다. 다만, 일본, 대만, 싱가포르 모두 심사 결과에 이의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의료 전문가가 인도적 입장에

가 있을 경우 재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34)

서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그러

나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최선의 치료가 실제로는 과도하거

처우 개선 혹은 인신 구제 등의 형태로 재심의 절차는 이미
존재한다.39)

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개입일 수도 있으므로 사법 체

정신건강복지법의 여러 개정안 중 국회의원 윤일규 등이

계 안에서 환자에 대한 구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주의

제출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모든 비자의입

(legalism)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온정적 의료주의와 법률주

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40,41) 향후 비자의

의의 치열한 논쟁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적 입

입원의 절차가 사법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가능성이 높

원 제도를 개편해 온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35,36) 현대 사

다. 하지만 그 실현 방향에 있어서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회에서 온정주의(paternalism)는 더 이상 의료의 영역이 아니

법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전국에 8개밖에 없는

며, 사회학 사전에 따른 정의인 ‘정부나 조직이 그 종사자에

가정법원이 비자의 입원 심사 전체를 맡기보다는 독립된 심

대하여 가부장적 가족 관계의 모델에 따라 보호·규제하는

사원에 1차적 심사 기능을 맡기고 법원은 재심을 담당하거나,

체계를 말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37) 온정주의와 법

입원이 장기화될 경우 법원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우

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영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National Health Service에 의해 의료 서비스

보호할 수도 있다.

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적 낭비 요소

의료인의 판단을 국가의 온정주의로 간주할 수 있지만, 민간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보호입원에 있어 정신의료기관 장

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의 권한과 책임의 모순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및 헌법

의료인을 의견을 국가의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여길 수는 없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진단 제도나 입원심사제도가 국

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불

립의료기관의 장(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운

합치 판결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영되고 있다. 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의 필요성에 대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한 판단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뿐, 입원의 적절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과거 정신보건법이 입

에 대한 판단, 유지 및 중단에 관한 권한은 국가에 있으며,

원 결정에 있어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정부가)

이미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3)

두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2016년 헌법재

고, 정신보건복지법 제43조 제4항에는 3개월간의 치료입원

판소의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인도주의적이며

이 정신의료기관장의 결정 사항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법

의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대상

적 논리가 충돌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의 비자의 입원 절

자에게, 입원을 포함한 치료 행위를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강

차는 위임된 공적인 행정사무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제할 것이냐는 더 이상 의료인의 고민이 아니라 정부의 숙제

서 정신의료기관장의 역할은 공무수탁사인에 준하여 권한의

가 되었으며, 치료의 필요성과 인권의 존중 사이에서 가치 판

위임 근거 및 책무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단은 국가가 고민할 제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38)

필요가 있다.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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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신고, 권리 고지, 각종

을 강조하는 동일한 동양 문화권 내에 있으면서도, 정신질환

행정적 수반 절차의 책임을 모두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자를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 혹은

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벌칙 조항까지 부과하고 있

국가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나 사법기관이 주요 역할을 담당

다. 이 때문에 보호입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

한다.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 가족의 역할 및 ‘보

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아니며 법적 권한도 없는 정신의료기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유형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전근대적

41)

관의 장이 분쟁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된다.

대만이나 싱가

제도와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42)

포르와 같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주체

권리 고지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4개국은

인 국가가 입원 과정을 주도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입법

명확히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대만의 정신보건

의 목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환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었

우리나라의 행정입원이나 일본의 조치입원은 지정 정신의

으며, 입원의 행정적 절차를 주로 다룬 싱가포르의 법령에서

료기관에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의 법령

의 보호입원이나 일본의 의료보호입원에서는 비자의 입원을

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에도

하는 병원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적 권한을 통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여 진행하는 비자의 입원만을 규정화하고 있는 대만이나 싱

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제1조인 목적에서

가포르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에서만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

권리 보장이 명시되어 있어, 현재의 법률만을 비교한다면 가

도록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비자의

장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입원 또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혹은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에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향적인 법령이 사회적 요구나 수용 가능
한 현실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비자의 입원에서

것은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문에서도,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호의무자 역할의 자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당사자에 대한 사전

격에 대한 다양한 경우들이 발생하며, 시행규칙 및 고시를 통

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

해 정리하였지만 여전히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국가 또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 여부 및 그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또한 용이하지

절차보조인의 조력과 같은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보호의무의 신청 권한이 보호의

하였던 바, 사전 고지나 절차에 대한 설명은 비자의 입원 환

무자에게 있는 이유로, 입원을 시키고자 하는 보호의무자와

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3)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겠다는 정신질환자 사이의 갈등이 간혹 심각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비자의 입원만이 아닌 입원 등을

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는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입퇴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추

개인의 기본권 강화가 인권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가는 현

가적인 권익 보호 사항 9가지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대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헌법적 권한을 제

으며, 이를 서면과 구두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비자의

의 판결문에 따르면,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입원이 국가의 행정사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권리를 전

원 자체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정신질환

달할 의무는 국가에 귀속될 것이며, 그 책임을 정신의료기관

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의 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만일 편의상 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의학적 이유와 함

만에서와 같이 환자의 권리 고지를 정신의료기관의 업무로

께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정신의료기관

다. 판결문에서 가족이 개인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에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할 여지가 있다. 향후 권익 보장 및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치안 확보가 가족의

권리 고지의 범위와 내용, 책임 소재 및 과태료 부과의 정당

재량권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회 안전을 위한 인

성에 대해서도 재론이 필요하다.

신구속의 성격이 있는 비자의 입원은 가족의 결정이 아닌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4개국의 비자의

국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입원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4개국

이미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가족 혹은 보호의무자가 비자의

의 지리적·문화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 및 비

입원의 과정에서 담당하는 법적 역할이 없다. 가족의 중요성

자의 입원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어 단편적인 측면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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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

정에서 고려할 만한 조항일 것이다.

안 정신질환자의 구금이나 강제적 치료 적용의 법적 타당성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지

을 따져 왔던 서구와 비교하여 동아시아 4개국의 법령을 일

만, 또한 가족을 중시하는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

방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4개국의 비자

등의 의사결정을 적절히 할 능력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 입원 관련 법 조항을 비교한 결과, 각국은 모두 정신질환

경우, 가족이 그 결정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

자의 인권과 국제사회의 기준을 존중하고, 신장하는 사회적

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기

감수성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

특히 입원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을 배제한 대만이나 장기간

할 수 없다. 이에 국가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이를

입원에 있어서 판사가 판단하도록 제도화한 싱가포르의 사

국가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 과정에서 적

제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자

극적으로 참고할 제도일 것이다.

의 입원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 제도 또한 대만이나 싱가포
르와 같이 사전 심의를 통해 지정된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결

론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비자의 입원 관련 법안들은 아직 진화의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와 의결을 통하든, 판사에 의한 사

과정 중에 있다. 대만이나 일본은 이미 개정 작업 중이며, 우

법적 판단에 따르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리 심각한 증

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수정의 여지가 많아 여러 개

상을 가진 정신질환자일지라도 의료인 한 사람의 소견만으

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환자

로는 비자의 입원이 결정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하였다. 대한

의 인권 존중과 적절한 치료 제도 구축이라는 중요한 주제

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가 균형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
다 명확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중심 단어 : 정신보건법·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치료
환경·인권.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치료 제공과 환자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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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한 개정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결정문에 적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정
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관련 법조문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 대한 심사
제도가 미흡하였으며, 가족의 책임성 또한 ‘동의’라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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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아 있어, 향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개정의 여지가 많
다. 그에 비해 대만의 경우에는 환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 전
문가의 판단에 대한 존중, 엄격한 심사 제도의 운영, 단순하
고 신속한 심사 절차, 사법부를 통한 재심의 청구, 비자의 입
원 결정에 있어 가족의 개입 배제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참고
할 바가 많았다. 안정적인 치안 유지를 중요시하는 싱가포르
의 경우에는 지정 의료인이 구금을 명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6개월 이상의 장기입
원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도 법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법
률에서 위급한 자타해 상황에서 경찰이나 구급대원의 즉각
적 개입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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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신고 기일
온라인 신고 제도
미신고 시 처벌

심사기구의 위치
비자의 입원 신고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의 제한
비자의 입원 심사기구
심사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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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도도부현 지사(보건소장 참조)
10일
없음
없음

정신과 병원의 관리자의 의무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3일
있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없음

없음

(조치입원은 2인 진단 필수)
의료보호입원에서는 제한 없음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보호입원에서는 제한 없음

2인 이상의 진단

비자의 입원 가능

발부
14일 이상의 치료입원에서는 필수 의료보호입원은 1인 지정의 진단

가족
의료보호입원 동의
정신과 병원의 관리자
입원 필요 판정

보호의무자
보호입원 신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입원필요 판정 및 진단결과서

개시자(開始者)
보호의무자 권한
입원 결정자
정신과 전문의 역할

② 치료의 필요성

① 정신장애자

일본

② 자·타해의 위험

① 치료 필요성

대한민국

(입원 개시 시점)

비자의 입원의 개시
비자의 입원의 요건
치료 필요성

싱가포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자의 입원 신청 서류 제출)
(긴급안치 기간 중 심사회에 신고)
2일
부분적 활용
없음

없음

사회치료심사회(이하 심사회)
행정기관
정신의료기관(긴급안치 시

없음

(지정 의료인)
지정 의료기관

정신질병강제감정 및 강제지역

진단
지정 의료기관

긴급안치 기간 중 전문의 2인

입원 명령
72시간 이상 입원에서 필수

(5일의 긴급안치 기간 중 구비)
시·현 주관기관
경찰, 의료인(가족)
명시적 규정 없음
관리 및 협조 의무
시·현 주관기관
지정 의료인
진단증명서 발부
1개월 이상의 입원 필요 시 비자의

④ 심사회의 비자의 입원 허가

③ 지정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

② 자·타해의 위험

① 중증 정신질환

대만

동아시아 4개국의 비자의 입원 관련 법률 주요 조항 비교표

▒ 부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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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규정 없음

대한민국

처우 개선 청구 규정 명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진정
정신의료기관의 의무
규정 없음

비자의 입원 불복 시 법원에

인권 보호 조항 명시

명시적 규정 없음

권리 고지 사항 명시
권리 고지 의무화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
권리 미고지 시 처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권리 구제의 일환

명시적 규정 없음

대만

명시적 규정 없음

명시적 규정 없음

일본

명시
권리 구제 방법 명시 시행규칙 제2조에 9가지

제2조 기본이념에 인권 보호 조항

기타 사법부의 역할 권리 구제의 일환
입원 시 환자 권익 보호
환자 인권 보호 명시 제1조 목적에 권리 보장 명시

개입

사법기관의 역할
비자의 입원 조치에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방임/방치 금지
명시적 규정 없음

없
 으며, 치료 강조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규정

시 비자의 입원 명령
명시적 규정 없음

- 6개월 이상 비자의 입원 필요

- 경찰관에 의한 연행 시

치안 판사의 역할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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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일본은 의료보호입원, 대만과 싱가포르는 일반적 비자의 입원 절차에 국한함.

동아시아 4개국 비자의 입원 절차

▒ 부록 2 ▒

비자의 입원 관련 동아시아 법령 비교 ▒ KH Joe and M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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