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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e of training system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re are some topics which must be improved in the training system, like as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of the trainers, introduction of assessment system of the training, and

other the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ining system. Finally, the speciality and capability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ill be promoted by supplements of the problematic matters and these

efforts will be directly helpful to the people who has mental ill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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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 

21세기 들어와 세계보건기구 및 대다수 선진 복

지국가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정의

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의 예방 및 치료, 재활에 초

점을 맞춘 정신보건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신

보건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7년 

3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를 도입하였다[2].

정신건강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명이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

어 고통 받고 있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정책

과 예산확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하

여서는 정신의학적, 보건학적인 개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

크가 필요하며,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질적인 향상

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지역사

회중심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와 

가족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수용위주

의 정신보건정책에서 재활 및 사회복귀 위주로 정

책이 전환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의 

입원 및 격리위주 정책에서 사회복귀시설, 정신보

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

모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

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

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 자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

신보건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정신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

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은 보건복지

부와 국립정신병원 간에 업무의 상호보완적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련기관 관리 및 지도업무 일부를 전국 5대 

국립병원으로 이관하였다.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

교육연구센터에서 수련기관 신규 지정 및 정신보

건전문요원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의 이관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과 전문요원

의 증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질적 관리가 어

려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연간 약 1,100여건 이상

의 전문요원 자격신청이 접수되고 있고, 1건당 3~4

차례 서류보완 및 심사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가

중되었다. 이에 수련기관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업무를 국립서울병원으

로 이관하는 외에도 자격증 교부에 따른 심사업무

에 대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련기관 

관리 및 수련생의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 평가, 수

련사항 확인 등의 업무도 국립서울병원으로 이관

되었고, 수련기관 지도·감독업무는 시·공간적 효율

성을 고려하여 5개 국립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

주, 부곡)에 권역별로 분배하여 업무를 이관하되,

관리업무의 총괄은 국립서울병원에서 담당하고 있

다[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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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oul hospital

National 
Chuncheon hospital 

National 
Gongju hospital 

National 
Naju hospital 

National 
Bugok hospital 

Regions
Seoul, 
Incheon, 
Gyonggi

Kangwon
Daejeon, 
Chungbuk, 
Chungnam

Gwangju,
Jeonbuk, 
Jeonnam, Jeju

Busan, Daegu,
Ulsan, Gyeongbuk, 
Gyeongnam

<Table 1> Present managing regions(2014. 2) by five national mental health hospitals

또한 수련기관 신규 지정·정원 조정 관련된 수

련기관 전체 심사 업무는 국립서울병원이 해당 수

련기관에 신규 지정·정원 조정 결과의 최종통보와 

규정 등 제도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

책과, 자격증 발급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영역은 총 3가지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구분되어 있으

며, 시설기준 역시 총 3가지로 정신과 전공의 수련

기관(정신과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

관), 그 외 의료기관(국․공립정신병원, 병원급 이

상에 설치된 정신과, 입원실의 10/100이상이 개방

병동으로 확보된 정신병원), 지역사회시설(정신요

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구분되

어 운영되고 있다[5].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정신보

건전문요원 수련제도를 통하여 배출된 정신보건전

문요원 1급 소지자 중 2급 자격증을 가진 동일인

의 수를 제외하고 살펴 본 결과, 2013년 4월 2일 

기준으로 정신보건간호사 6,378명, 정신보건임상심

리사 1,818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037명으로 총 

11,233명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와 함께 자격을 갖춘 이들 인력

의 현업종사에 관한 실태와 국가 정신보건 증진분

야에서의 활용도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이 지난 지금, 수련제도를 통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흡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급변하고 있는 사회ㆍ경제

ㆍ문화적 여건에 부합하는 수련과정 및 교육내용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즉,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국내ㆍ외에서 정신

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다변화 등 사회적인 변화추

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보건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제도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련제도의 현

황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의 대안 제시와 함께 개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신보건전

문요원 수련과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실행

이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에 기여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 및 개선방향을 도출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보고서 및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실태조사 자료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으

로 검토하였고, 추가적으로 학술논문을 고찰하였

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

원 및 관련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였고, 2009

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 자료와 2013년 전체 정신보건사업의 정

책 및 현황 외 2014년 국립서울병원의 내부 관리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지적 정책과 부

문 간 협력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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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외국의 정신보건제도 및 현황

1) 미국

미국은 지난 십년간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2년 정

신보건위원회(the Commission on Mental Health)

를 설립하여 정신보건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유도하였

고 2008년 정신보건 및 중독 형평법(Mental

Health Parity and Addiction Equity Act)과 2010

년 환자 보호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을 발표하는 등 정신보건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감행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

기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들

이 주가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7].

이러한 전문가들은 비록 활동범위가 다르고 다양

하지만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전문가

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법이 전문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8]. 미

국의 정신보건행정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중

앙정부단위의 정신보건행정은 우리나라의 보건복

지부에 해당하는 국민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산하 독립 기구인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에서 담당하고 있다[9].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 정부가 주립정신병원과 지역사회정신보

건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미

국 주정부단위의 정신보건행정은 크게 정신보건국

(Department of Mental Health)과 알코올/약물중

독국(Department of Alcohol and Drug Abuse)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

면서 일반보건체계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10].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은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들이 주가 되어 다양한 영

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이나 기관에

서 일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훈련과, 자격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훈련과정들도 있다. 각 

기관들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한다[10].

2) 영국

영국은 1983년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였고, 1999년 보건국에서 발간한 정

신보건국가서비스체계(the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에 의해 10년 간 

영국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주도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정신보건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

보건을 제외하고는 건강을 논할 수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중

심은 NHS의 소속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Community Mental Health Teams(CMHT)이며 정

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

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 진료

를 담당하는 일반의는 초기사정, 약물처방, 필요시 

연계의뢰를 담당하며, 지역사회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 전문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일반의와 함

께 일하거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병원정신병동 

등에서 근무한다. 아동, 노인,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 분야로 전문화되기도 한다[11].

3) 일본

일본은 1950년 정신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정신보

건복지 분야에서 전환기를 맞이하며, 정신위생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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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예방과 국민의 정신건강 유지에 대한 국

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절

한 의료 제공과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

였다. 일본의 정신보건사업은 도도부현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장

애자 자립지원법에 의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으로 

분리되어 있던 서비스 제공주체가 주민에게 가까

운 시정촌으로 일원화 되면서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보건소는 시정촌의 보건센터를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1987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위생법 개정이후,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지식

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후 

정신과 사회복지 자격화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12].

4) 호주/뉴질랜드

호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는 2011년 국가보건개혁(National Health

Reform)을 토대로 정신보건 서비스영역에 중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개혁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들이 제때에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안

정 그리고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2

년 국가정신보건전략(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수립과 함께 정신보건서비스전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병

원치료의 의존을 줄이고 지역사회서비스를 늘리며,

정신병원에 들어가던 자원을 지역사회와 종합병원,

다른 사회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등 정신보건과 일

반보건을 통합하여 입원치료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여 왔다. 특

히, 다학제적 접근이 매우 발달하여 정신과 전문의 

이외에도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팀 접근법

이 널리 운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

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13].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이 몇 년 동

안 정부의 보건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차지하여 

왔으며, 2005년 정신보건 및 약물중독 플랜인 

‘TeTāhuhu –Improving Mental Health 2005-2015’

의 발표와 함께 정신보건과 약물중독에 대한 정부

의 관심은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로부터 모든 

뉴질랜드 국민의 정신건강으로 확대되었다. 뉴질랜

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정신보건서비스의 

대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

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지역

사회정신보건서비스는 호주와 같이 정신과의사, 간

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14][15].

2.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자격관리

2009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

었던 부분들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개정된 주된 내용은 정신보

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서류 제출 과

정을 개선 보완하였고, 인정과목 중 임상심리 관련 

과목이 조정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간호학 관련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

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을 연 1회 모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모

집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수련생을 모집한 기관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각각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공

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정신보

건전문요원 수련을 받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수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수련기

관의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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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다[16].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5개 국립병원 

수련기관 관리 담당 공무원, 정신보건전문요원협

회, 각 직무영역별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운영조사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련제도

의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점검하였다[4]. 특히 

2012년 운영조사에서는 2주의 현장조사와 평가지

표를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수련생을 통한 심층면

접조사를 병행하여 이전 운영조사보다 훨씬 더 보

완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4][5]. 수련담당자와 수

련생은 수련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가 보건복

지부 본부와 서울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이서 수련업무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웹사이트 개설을 통한 일원화된 소통의 통로마련 

등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운영현황 

1) 수련기관 분포 및 시설유형

2014년 3월 현재 전체 수련 기관은 266개이며 

이 기관에 개설된 총 수련과정은 352개 과정이 운

영되고 있다[16]. 수련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

은 서울로 79개(22.4%)의 과정이 운영 중에 있으

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59개(16.8%)가 

개설된 경기 지역이다. 시설 유형은 정신의료기관

이 가장 많아 227개(64.5%)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

으며, 다음 순으로 65개(18.5%) 과정이 운영 중인 

사회복귀시설과 그 외 국ㆍ공립병원과 정신건강증

진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다. 가장 높은 비율

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로 185개(52.65) 과정이었으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과정만이 1급과 2급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전체 

수련기관의 평균 운영기간은 약 10년으로 평균 운

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과정이 114개(42.9%)로 가장 

많다. 수련생 모집은 각 수련기관이 협회 및 학회,

기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적인 공고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발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립서울병원에서 전수 조

사된 구조화된 조사지 항목과 내용 등을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다[2][4].

2) 기본 수련과정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

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나뉘어져 3개 

직무영역에서 수련과정이 이루어지며, 병원 및 지

역사회 정신보건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신보건

간호사 2급 과정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지원 가능하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과정은 사회복

지사 1급 자격소지자가 지원가능하다. 현재 1급과 

2급과정이 개설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과정은 2

급인 경우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소지자가, 1급은 심리학을 전공한 석

사이상 자격소지자만 지원가능하다. 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 교육과정은 아

래 표에 잘 나타나 있으며, 모든 과정이 기본적으

로 1000시간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Table 3><Table 4><Table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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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s of courses (%) Numbers of people(%)

Regions

Seoul 79(22.4) 338(26.5)
Gyonggi 59(16.8) 183(14.4)
Kangwon, Incheon 29(8.2) 100(7.8)
Chungbuk, Daegeon 20(5.7) 70(5.5)
Chungnam 22(6.3) 78(6.1)
Jeonbuk 24(6.8) 74(5.8)
Jeonnam, Gwangju 24(6.8) 125(9.8)
Daegu 32(9.1) 112(8.8)
Gyeongbuk 11(3.1) 31(2.4)
 Gyeongnam, Ulsan 16(4.5) 62(4.9)
Busan 29(8.2) 79(6.2)
Jeju 7(2.0) 23(1.8)
Total 352(100.0) 1275(100.0)

Types 
of facilities

National or public hospital 34(9.6) 227(17.8)
Social rehabilitation center 65(18.5) 168(13.2)
Mental recuperation welfare institution 2(0.6) 6(0.5)
Mental health center 24(6.8) 39(3.0)
Mental health hospital 227(64.5) 841(65.5)
Total 352(100.0) 1275(100.0)

Title 
of courses

Mental nurse Grade 2 35(9.9) 463(36.3)
Mental health social worker Grade 2 185(52.6) 468(36.7)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Grade 1 71(20.2) 210(16.5)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Grade 2 61(17.3) 134(10.5)
Total 　Total 352(100.0) 1275(100.0)

Running 
periods

Mean±SD 9.91 ± 5.78
 5 years < (2009/03/08-2014/03/07) 114(42.9)
≤ 5years, <10years  (2004/03/08-2009/03/07) 56(21.1)
≤10years, <15years (1999/03/08-2004/03/07) 43(16.2)
15 years ≥  (-1999/03/07) 53(19.9)
Total 266(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ining facilities for mental health expert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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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 Person of 1 year experience Person of 2 years experience Person of 3 years experience
Grade Subjects Time Subjects Time Subjects Time

Grade 1

Total 1,000 Total 1,000 Total 1,000
Grade 2 Subtotal 150 Subtotal 150 Subtotal 100

Theory

- Personal 
mentality treatmentⅠ 30 - Personal 

mentality treatmentⅡ 30 - Group treatment Ⅱ 20
- Mentality Assessment Ⅰ 30 - Mentality Assessment Ⅱ 30 - Clinical 

psychology study methods 
20

- Counselling technique 30 - Practice of psycho-
social rehabilitation 30 - Family treatment 15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theory 20 - Group treatmentⅠ 30

- Psychological 
disorder of children & 
adolescence  

15

- Psychopathology 30 - Neuro- psychology 
assessment 20 - Psychological 

disorder of the elderly 15
- Psychopharmacology 10 - Community Psychology 10 - Psychological 

consultation 15
Subtotal 830 Subtotal 830 Subtotal 880

Practice

-Mentality Assessment 330 -Mentality Assessment 280 -Mentality Assessment 250
-Personal/group 
mental treatment 150 - Personal/group 

mental treatment 200
- Personal/group 
mental treatment 280

-Psycho-social 
rehabilitation 150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150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150
- Case analysis 200 - Case analysis 200 - Case analysis 200

Academi c 
activities 20 20 20

Grade 2

Total 1,000
Subtotal 150

Theory

- Personal 
mentality treatmentⅠ 30
- Mentality Assessment Ⅰ 30
- Counselling technique 
for psycho-social 
rehabilitation 

30
20

- Psychopathology 30

- Psychopharmacology 10
Subtotal 830

Practice

- Mentality Assessment 330
- Personal/group mental 
treatment 150
- Psycho-social 
rehabilitation 150
- Case analysis 200

Academic 
activities 20

<Table 3> Curriculum of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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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 Person of 1 year experience Person of 2 years experience Person of 3 years experience
Grade Subjects Time Subjects Time Subjects Time

Grade 1

Total 1,000 Total 1,000 Total 1,000
Grade 2 Subtotal 150 Subtotal 150 Subtotal 100

Theory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Ⅰ)

30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Ⅱ)

50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Ⅲ)

30
-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Ⅱ) 60-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Ⅰ) 
60 -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Ⅲ) 30- Mental health nursing by 
development stages

26 -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and policy  10

- Case management (Ⅱ)
(facilities-centered) 40- Community mental 

health nursing 25 - Case management (Ⅰ)
(home-based) 30

- Nursing studies 9
Subtotal 830 Subtotal 830 Subtotal 880

Practice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Ⅰ) 150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Ⅱ) 150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Ⅲ) 150

-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Ⅰ) 360

-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Ⅱ) 530 -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Ⅲ) 500- Mental health nursing by 
development stages 240

- Case management (Ⅰ)
(home-based) 150 - Case management (Ⅱ)

(facilities-centered) 230
- Community mental 
health nursing 40
- Nursing studies 40

Academic 
activities 20 20 20

Grade 2

Total 1,000
Subtotal 150

Theory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Ⅰ) 30
-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Ⅰ) 60
- Mental health nursing by 
development stages 26
- Community mental 
health nursing 25
- Nursing studies 9
Subtotal 830

Practice

- Health assessment & 
diagnosis (Ⅰ) 150
- Mental health 
intervention & treatment (Ⅰ) 360
- Mental health nursing by 
developmente stages 240
- Community mental 
health nursing 40
- Nursing studies 40

Academic 
activities 20

<Table 4> Curriculum of mental health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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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 Person of 1 year experience Person of 2 years experience Person of 3 years experience
Grade Subjects Time Subjects Time Subjects Time

Grade 1

Total 1,000 Total 1,000 Total 1,000
Subtotal 150 Subtotal 150 Subtotal 100

Theory

- Basic mental health 35 - Basic mental health 20 - Basic mental health 16
- Assessment & evaluation 20 - Assessment & evaluation 40 - Assessment & evaluation 36- Psychiatry 25 - Psychiatry 25 - Psychiatry 6- Social work treatment 20 - Social work treatment 50 - Social work treatment 36- Mental health illnesses 10

- Mental health illnesses 15- Social rehabilitation 40 - Mental health illnesses 6
Subtotal 830 Subtotal 830 Subtotal 880

Practice
- Social work assessment 250 - Social work assessment 250 - Social work assessment 250
- Social work treatmentⅠ 100 - Social work treatmentⅠ 100 - Social work treatmentⅠ 100
- Social work treatmentⅡ 230 - Social work treatment Ⅱ 230 - Social work treatment Ⅱ 260
- Social work treatment Ⅲ 250 - Social work treatment Ⅲ 250 - Social work treatment Ⅲ 270

Academic 
activities 20 20 20

Grade 2

Total 1,000
Subtotal 150

Theory

- Basic mental health 35
- Assessment & evaluation 20
- Psychiatry 25
- Social work treatment 20
- Mental health illnesses 10
- Social rehabilitation 40
Subtotal 830 Subtotal Subtotal

Practice
- Social work assessment 250
- Social work treatmentⅠ 100
- Social work treatment Ⅱ 230
- Social work treatment Ⅲ 250

Academic 
activities 20

<Table 5> Curriculum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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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련운영지침 상 규정되어 있는 이론교육

은 전적으로 수련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론교육의 질적 편차와 수련담당자의 

부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5]. 실제 국립서

울병원의 실태조사에서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현재의 수련제도 상에는 수련시간에 대

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수련 과정운영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 수련

과정 운영(사례)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이수 후 자격이 주어지므로 종합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

도 10% 가량으로 나타났다. 수련기관 내 자체평가

를 실시하는 기관은 47.7%로 가장 많았고 관련학

회 및 협회 위임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각 

23.1%, 27.7%에 해당하였다. 수련종료 후 수련생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질 높은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의 질 관

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6] 국

가적 차원에서의 전문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제도

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

수련 시설 및 환경은 시설마다 편차가 크며, 전 

수련과정에서 수련공간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

았는데, 이는 수련특성상 일부 직무영역은 주 2~3

일 동안만 수련을 진행하기에 수련생만의 전용공

간을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

지만 이는 앞으로의 수련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며 또한 최근 기관에 따라 정신과 입원병동

의 축소 또는 폐쇄로 인하여 수련생이 1년 동안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사례건수가 부족하여 

실습 교육의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련생의 전문적 역량 강

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향후, 수련과정 신규 

개설시 다양하고 충분한 수련사례건수 확보 여부

가 수련기관의 개설기준의 하나로 반영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많았다[5].

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인력 관리

국립서울병원(2012)에 조사되었던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련 현황 조사에서는 수련담당자의 잦은 변

경 및 부재로 우수한 수련 담당자의 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012년 수련개시일 

기준으로 해당 직무영역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상근 

1급과 2급은 각각 평균 2.2명, 2.8명이었으며, 조사

당일 1급 요원은 평균 2.03명, 2급 요원은 평균 

3.17명으로 나타났다. 결원전문요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기관 중 10개 기관(16.4%)에서 결원전문

요원이 있었으며 수련과정별로는 정신보건사회복

지사과정의 23.3%, 시설기준별로는 지역사회시설의 

29.4%가 결원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의 실무 총 경력은 

평균 107.5개월로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의 수련담당

자 경력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정신보건사회

복지사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련담당자가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학회, 연구회,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61개 과

정으로, 평균 10.6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담

당자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

육이 학회 및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공될 필요

가 있다[5].

수련담당자를 위한 지원으로 필요한 것은 수련

담당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지원과 수련운영을 

위한 비용, 업무적 지원, 그리고 수련운영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으로 조사되었다[5]. 수련담당

자의 전문성 향상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

한 정신보건 분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

은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 

각 기관별 재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크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규정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련운영과 본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

무량 외에 수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이 수련담

당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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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련매뉴얼 제공, 수련운영 및 교육 전반에 대

한 운영규정 정비와 함께 복지부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시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관리

국립서울병원의 2009년에서 2012년 정신보건전

문요원 수련실태조사 수련운영상 주요 문제점으로

는 수련생 관련 주요문제로는 수련생의 중도 포기 

및 탈락, 수련생 복지혜택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수련의 특성상 전문 직무 현장으로부터 학습

이 가능한 기술 습득과 지식적용을 위해 현업종사

가 필요불가결하기에 대체노동력으로 비춰질 소지

가 있다. 더구나 수련과 기관고유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여 수련생의 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수련제도가 저임금노

동력을 얻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수련생 모집 시 공고 내에 

수련생의 교육비용 지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과 수련생의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해줄 필요가 있다.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

은 권장사항으로 현재 각 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

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련생에게 큰 부담으

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1급 수련생(총 3년 과정)의 

중도포기 및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전일제 수련의 경우 휴가지원이 필요하며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교통에 대한 지원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생 복지지원 항목은 

수련과정별, 수련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5].

2012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서는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교육지원

비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생에게 지불하는 급여 또

는 보수 형태로 월 평균 68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정이 평

균 11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적으로 전공의수련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이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시설이 상대적으

로 지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련기

간 중 실습사례관리에 대한 지도비 명목으로 수련

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수련기관이 

61.2%로 약 절반이상의 기관에서 사례관리 지도비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과정별로는 정

신보건임상심리사과정은 수련생 사례관리 지도비

를 받는 기관이 전무하였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과

정은 전체의 97.2%가 수련생으로부터 사례관리 지

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련과정의 특

성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

라[6] 이와 관련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어 신

규 과정 개설기관에게 가능한 실습사례관리 지도

비를 받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Ⅳ. 논의 

2012년 국립서울병원의 실태조사에서 수련과정

의 중도 포기 사유의 3분의 1정도가 기관의 사유

로 나타났으며, 수련 과정과 관련된 수련책임자의 

변경, 수련내용 및 사례건수의 과다 또는 과소 등

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수련과정(최대 3년)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수련과정의 질(quality)이 보

장되도록 기관 내 수련책임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조정에 대한 내용과 수련책임자 담당 지정 시 수

련과정 중의 이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검토

와 함께 수련책임자지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지역사회 특성, 주변 

교환수련 기관의 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기관 내 

수련 예상사례건수 등을 고려하여 수련생의 정원 

이 배정되도록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인터뷰조사 결과[6]에 의하면, 수련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함께 수련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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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탈락이나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다양

한 배려가 요구되었고 신규 수련과정의 개설조건

이 충족되더라도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면모를 

갖추어 운영되려면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련기관의 시설 및 환경관리는 각 

수련과정 및 기관유형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다 

세부적인 시설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수련생 모집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기관간의 비교가 가

능하도록 각 단계마다 동일한 양식의 서류를 사용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국내ㆍ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수련책임자 및 담당자의 전

문역량 향상은 질 높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나 현재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이 시급하다. 3개 직무영역 

수련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정례화하여 수련책임자의 질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자질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수

련운영 외에 수행해야 할 본업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수련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련 담당

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련매뉴얼 제공, 수련운영 

및 이론과 실습교육 전반에 대한 세부규정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지침을 마련해야한

다. 또한 수련의 특성상 직무 현장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때문에 현업종사가 필요하므

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수련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련기관이 수련생

들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수련생들의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18].

수련생 모집 시 수련생의 교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해 공개 등은 실태조사와 신규 수련기관 승인을 

위한 기관 현장방문 때마다 현장조사지에 관련문

항을 넣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특히, 수련

생의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수련생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은 권장사항으

로 현재 각 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 교육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토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껏 시행되

고 있는, 단순히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적정한 

평가과정 없이 수료증이 발급되거나 또는 일부 직

무영역에서는 1년간의 수련과정 이수 후 관련협회

에서 주관하는 종합평가에 탈락된 수련생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이 수료증 발급과 국립서울병원에 

보고하는 수료보고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관련협회

가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치

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비록 수련생의 질 관리차원

에서 행한 것이지만 수련기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관리 규정에도 없는 사안으로 직

무영역별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아 시정하도록 권고한 상태이다. 따라

서 올해에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이 확정되면 관

련 법령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 정

신보건전문요원 자격시험 도입건 등에 대한 검토

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련기관의 운영방침이나 정책적 방향성은 질 

높은 수련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 수련

기관 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수련기관으로서의 자

질을 검증하고 체계적인 수련의 질 관리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수련기관 평가는 객관성과 공공

성을 유지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

로 이루어져 수련제도의 설립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업무는 수련기관의 유형

과 3개 직무영역의 특성별 전체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국가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외

국의 제도에서 보듯이 다학제 영역의 인력들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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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수련기관 관리에 대한 중앙관리기관의 기능강화

와 역할의 재정립 부분도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

다. 수련관리 기관은 현재 국립서울병원을 중심으

로 5개 국립병원에서 권역별 수련기관을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국립서울병원은 정기수련기관 실태조

사수행 등 전체 수련기관의 질 관리와 자격증 발

급 그리고 매년 신규수련기관의 접수, 서면ㆍ구두

발표ㆍ현장방문을 통한 종합심사 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규모의 수련기

관 관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는 업무의 

특성상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 담당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5]. 최근 

수년간 약 30~50개씩 증가하고 있는 수련기관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엄격한 질적 관리를 위해 관

련 분야의 전문가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수련제도 조사연구의 체계성 확립을 위해서도 요

구되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

는 들어있지 않으나 매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

공하는 훈련의 다양화를 통해 수련담당자의 자질 

향상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의 내실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의 경우처럼 아동, 노인, 알코

올, 약물 중독 등의 분야로 세분화된 교육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19]. 또한 다학제팀의 활

동을 강화하기 위한 호주나 뉴질랜드의 교육방식

도 수련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Ⅴ. 결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여년에 걸친 정신

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수

련제도상 미흡했던 부분과 3개 직무영역별 운영 

등의 질적 편차가 다소나마 개선되어왔으나 각 직

무영역의 특성과 수련기관 유형에 따른 구체적 평

가지침이나 매뉴얼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평가체

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간의 실태조사에서는 시

설유형과 지역에 따라 수련운영의 질적, 양적인 부

분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 수련과정을 신청하는 

수련기관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

지 전국에 걸쳐 수련기관의 개설 수는 해가 거듭 

될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

는 수련기관들이 본연의 수련과정 설립취지에 부

합되는 운영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소임을 위해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제도와 법적 규정 

등이 완비되면, 우선적으로 수련과정 책임자와 담

당자들로 하여금 수련제도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질 관리가 보장되면서도 규정에 부합되게 

수련과정이 운영되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이 이뤄

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시적 

관점에서 실제 배출된 인력 중 유휴인력이 얼마인

지, 즉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함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체적 추계에 의한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의 직무영역과 수련 교

육과정 프로그램은 1997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제도 수립 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이론 과

목과 시간 등의 교육과정이 수정되거나 개정된 바

가 없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건강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적 시스템에 반영하고 발전시

켜야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그렇게 운용되

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로서, 사회

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완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한 테두리 내에서 공존

하고 있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3개의 직무영역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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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률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각 직무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

련과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수련과

정을 마친 3개 영역의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현장

에서 보다 연계성을 갖추어 일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과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은 궁극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 정신보건전문가를 배출하게 함으로

서 국민의 정신건강과 증진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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