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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와의 “치료감호소의 효율적인 의료조직 구성
을 위한 연구” 계약이행(과제번호: 2018100BFA7)에 따라, 본 연구팀은 치료감호
소 의료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헌조사, 종사자로부터의 의견
수집 차 치료감호소 방문, 이해관계자와 개별 및 집단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및 자문을 수행함.
간략하게 요약하면, 본 연구팀의 분석결과, 많은 의료진이 치료감호소의 구조적
문제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현재 국립법무병원을 심각한 조직의 “위기”상황으
로 인지하고 있었음. 의료진들은 일정 부분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해서 당면한 문제
를 잘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소가 의료시스템적으로 직면한 다양
한 현실적 어려움과 맞서는 과정에서 반복된 좌절과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음. 특
히,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법정신의학 시설의 운영방식과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대
한 이해 및 합의 부족, 인프라 및 서비스 환경과 전문능력을 개발 및 양성할 수
있는 기회와 지지, 보상,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어려움, 긍정적인 리더쉽 부재 및
효율적인 소통의 어려움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법무병원의 치료
적 기능 저하는 물론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로서의 불투명한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질환 케어 및 재범방지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신보건시스템이 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범법자들의 ‘치료’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해외의 모범적인 법정신의학 모델과 치료감호소의 의료종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
료에 근거하여 치료감호소가 ‘치료’와 ‘감호’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법무병원으로서 기능 향상과 재범예방을 위한 단·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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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서론
▸ 최근 환자의 권리, 인권, 탈원화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입원기간과
입원적합성심사 관련 규정 강화, 외래 환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범법정신질환자의 케어에 대한 부분에서 잠재적인 위험,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및 재범을 예방해야하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범법정
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법무부의 책임과 권한 사이의 균형을 이루
어야 하는 딜레마가 따름. 특히, 늘어가는 정신질환관련 범죄 건수에 따라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 시급한 실정임.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정신질환과 연
관된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로 인해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대검찰청, 2016).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의 5년 내 재범률은 전체 범
죄자 재범률보다 20%p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됨(연합뉴스, 2018)에 따라 정
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
적 치료와 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탈원화정책에 따른 정신병원의 가용입원병동의
수 감소로 급성정신질환 입원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Chow & Priebe,
2013), 이에 따라 공공안전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기 위해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장
애인을 수감, 입원, 또는 이 둘을 병행하게 하고 있음. 다만, 접근방법은 다양
한데, 예컨대, 미국의 법정신의학의 경우 민법적 내용을 포함한 법적인 측면
에서 법정신의학자(forensic psychiatrist)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의 법정신의학의 경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범법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조함(Völlm, et al., 2018). 국내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경우, 범법정
신질환을 가진 재소자들의 치료와 재활, 성공적인 사회복귀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효율적인 법무병원시스템의 구조와 정신과 의사
의 역할에 기준하여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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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과 주요 초점
▸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는 법무부 산하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의 감호와
정신질환 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복
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과는 차별화된 ‘치료’와 ‘감호’의 두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늘어나는 피치료감호자에 따른 인구과밀화 문제와 이에 따른 의료 서비
스 제공자의 부족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효과성 및 피치료감호자의
재범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실정으로,
▸ 최근 피치료감호자(범법정신질환자)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폭증과 계속되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 미달(60% 미만)로 인한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련하여 의료조직으로서의 더욱 적합한 치료환경으로의 발전적 방향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립법무병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대처방안과 의료조직 발전전략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치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조직을 진단
함으로써 효율적 의료조직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
감호소의 기능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의 핵심 기능인 정신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조직의 안정화, 기능 강화 및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의료조직 구성원이 현재 업무수행에 있어 겪는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료서비스 주체라는 정체성 확립과
피치료자의 치료환경개선 및 향상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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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추진 일정
▸ 2018년 10월 ~ 2018년 12월 (3개월)
<표 1> 연구 추진 일정
3개월(10월~12월)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9
주

10
주

11
주

12
주

연구기획
문헌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개별 및 집단 인터뷰 (FGI)
중간보고서 작성,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4. 연구방법
▸ 전체 의료서비스 인원 중 부서와 직급을 고려하여 SAS ver. 9.4의 Proc
Surveyselect procedure를 활용하여 전체 인원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함.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의료조직의 효율성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의견을 확
보하기 위하여 2년차 이상의 정신과 의사들을 과잉추출(over-sampling)하여
온라인설문조사 및 개별, 집단 인터뷰를 수행함.
▸ 구체적으로, 의료조직 내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업무환경, 업무량, 직원복지,
보수체계, 슈퍼비전 등에 대한 평가, 업무 효율성을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
과 장애요인, 조직 구조 및 업무/위계/명령체계, 업무 형태 및 적합성, 의사소
통과 정보공유방법과 수준에 대해 탐색하였음. 특히, 개별 및 집단 인터뷰에
서는 현재 근무 중인 대상자들을 만나 근무경험을 들으면서, 더욱 체계적인
치료감호소를 변화하려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구체적인 설문지(내용)
와 결과는 부록 1,2,3 참조.
▸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연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정하여 설문 및 인터뷰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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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정신의학에 대한 이해
1. 법정신의학과 법의학정신과전문의 역할
▸ 법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은 정신의학과 법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해당되는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다루는 정신의학의 한 분야임. 환
자와 관련된 주된 우려 사항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인
한 취약성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안전 및 자산 관리 능력은 물론 타인에게
입힐 수 있는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위험으로 인한 공공안전에
의 위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범법정신질환자를 보호하
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법부의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즉, 법무부)에게 이전되는 범법정신질환자의
권리의 부분적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정신질환자와는 다른
상당한 특수성이 있는 대상임(Abdalla-Filho & Bertolote, 2006; ArboledaFlorez, 2006).
▸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환자권리와 관련된 저지와
제한의 심각성, 중요성 및 영향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의 일관된 임상적 근거
와 견해에 기반을 둔 치료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고, 이 밖에도 환자의 퇴원
시 가석방 준비, 재범에 대한 예측, 범죄자를 퇴소시키는 데 적용되는 법과
구금 시설의 정신질환자들의 이중회전현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는 관
련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함(Arboleda-Florez, 2006).
▸ 최근의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정책은 환자가 자신의 돌봄과 재활에 참
여하는 것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외부압력에 의한 입원 등을
법적으로 제지하는 목적으로 진보적이며 인도적인 정책인 것은 사실임. 그러
나, 심각한 정신질환(severe mental illness)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범
죄행위와 연관된 정신질환의 증상, 충동성 및 공격성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제한시킴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자살위험
증가, 조기 사망, 노숙(홈리스) 및 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에는 소극적으로 대
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 또한 제시됨(Torrey, 2015).
▸ 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이 형사제도로 넘어오게 되고 수용인
구의 과밀화 현상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Allison et al.,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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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로, 미국의 교도소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가
장 큰 기관으로 정신병원을 대체한 사례도 있음. 이에 증가하는 범법정신질
환자에 대한 급성, 법의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됨.
▸ 이러한 이유로, 범법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처치에 관련해서 법의학정신과
의사의 주요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신의료전문가 확보와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정신의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2. 범법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모델
▸ 구금시설에서 정신질환 대상자를 관리 및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함. 예를 들
면, <표 2>와 같이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 모델이 존재함.
▸ 현재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소는 ‘치료’와 ‘감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문보안병
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신의학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복
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과는 차별화된 ‘감호’의 기능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로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이 밖에도 법정신의학의 범위에서 피치료감
호자의 정신질환의 치료, 사회복귀, 재발 및 재범 예방을 목표로 하는 공익을
위한 중요한 기관임.
▸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를 다루는 주체가 국내와 같이 법무부인 나라가 있는
반면(예,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영국과 독일처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
는

곳도

있고,

벨기에처럼

법무부와

복지부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음

(Melamed, 2010). 접근하는 방식과 전담하는 정부 부처는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범죄와 관련된 예컨대 조현병(schizophrenia) 등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
진 범죄자를 다루는 데 있어 법적 접근이 불가피한 것은 명백함. 한편, 그 방
식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입원하기 전에 교도소로 들
어가게 하거나, 또 어떤 나라에서는 입원이 먼저, 후 교도소 생활로 이어지기
도 함. 여기에 법원은 범죄 형량에 따라 필요한 "치료 년 수(treatment
years)"를 추가로 명령하기도 함. 한 연구에 따르면, 법의학정신과 장기입원
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험, 이전에 아동 및 청소년 정
신과 병력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장애(psychotic disorder), 약물문제 경험 등
이 보고됨. 반면, 자녀를 둔 경우,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기능점수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GAF)가 높을 경우, 기분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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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퇴원이 예측되는 요인으로 보고됨(Andreasson et al.,
2014). 추가적으로, HCR-20와 같은 임상적 위험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
의 위험수준(low/medium/high)을 사정한 결과에 기반한 피치료자 케어계획
이 이루어지기도 함.
<표 2>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대상 적용가능한 정신보건서비스 모델
모델

설명

1

Ambulatory treatment
within prison

구금시설 내에서 보행가능한 치료하는 유형으로,
정신질환자가 일반 교도소의 다른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고 정신과 클리닉에서 의무실 방문하는 형태

2

Special wing (ward)
within prison

일반교도시설 내 별도의 정신질환 병동을 운영하는
모델로, 정신질환자가 문제의 에피소드 기간 또는
수감기간 동안 이 병동에서 거주, 치료받는 형태

3

Specialized security
hospitals
(penitentiary hospitals)

전문 보안 병원(교도소 형태)으로, 성범죄자와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또는 특수한 범죄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수감기간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는 형태

4

Contractual arrangements
외부 정신의료기관과의 계약 약정하는 유형으로,
with outside psychiatric
에피소드 기간 동안 계약된 병원으로 이송되는 형태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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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치료감호시스템
1. 해외의 법무병원(Forensic hospitals)
▸ 유럽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범법자들에 대한 배치
(placement)와 치료(treatment)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Salize & Dreßing, 2005; Seppänen, Törmänen, Shaw, & Kennedy,
2018; Völlm et al., 2018).
▸ 미국의 법정신의학의 경우 민법적 내용을 포함한 법적인 측면에서 법정신의
학자(forensic psychiatrist)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 법정
신의학의 경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범법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조하는 측
면에서 차이가 있음(Völlm, et al., 2018).

1) 법무병원 시설에서의 정신과 의사의 역할
▸ 일반적으로 법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에 있어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임상적인 차원에서 리더쉽을 가지고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임(Völlm et al., 2018).
▸ 법무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는 의뢰, 퇴원, 우선순위, 적절한 보안수준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하는 병동의 관리자로서 리더쉽의 역할이 중요함(Völlm
et al., 2018).
▸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정신질환 및 폭력적인 행
동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진단하고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해 특
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됨(Völlm et al., 2018).
▸ 특히, 법률적인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대처하기 위
해 형사사법 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내의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
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특수한 케이스임(Nedopil, 2009).
▸ 국가별, 의사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역할을 함.
-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범법자에 대해서 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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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신의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임상 전문가 또는 비임상 전문
가들과 함께 일을 수행(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 보고서의 제공 및 법원에 증거의 제출
- 범법자의 위험에 대한 사정(risk assessment)/관리 및 재범의 예방
▸ 따라서, 법무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과 역할 수행을
제한하는 장애물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피치료자감호자의 특성과 법무병원의 치료 기능
▸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계층화되어 있음(Kennedy, 2002). 따라서 일반적인 정신건강시설에
서 각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제한과 침해를 받는 안전한 상
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치료감호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약한 양육환경, 학대, 낮은 교육수준,
실업 등의 심리사회적 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Gunn & Taylor,
2014), 또한, 다수의 치료감호대상자가 약물중독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울
러 법무병원이라는 특수한 시설에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 번의 정신건강시설
에 입소한 경험 및 형사사법체계에 연루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Völlm et
al., 2018), 단지 법적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를 동시에 가진(Völlm et al.,
2018) 집단이라는 점 이상으로 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법무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범법자에 대한 위험 수준에 대해서 사정하고, 각 위험 수준에 대응
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피치료감호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1) 총체적 접근과 지속적인 책임의 필요(whole-systems approach)
▸ 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의 대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자별로 그에 적
합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forensic community services),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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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호가 제공되는 개방형 병동, 낮은 보안 시설(low security), 중급 보안
시설(medium security), 높은 보안 시설(high security)로 대상자들의 위험
수준에 맞춘 법무병원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Kennedy, 2002;
Seppänen et. al., 2018).
▸ 또한, 개인들이 위험 수준별로 적절한 기관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관/부서 간 경계가 치료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기관/조
직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함(Kennedy, 2002). 특히, 책임의 연
속성(continuity of responsibility)은 보호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만큼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 법무병원의 치료적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 측면에서 개인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으
로, 정신의학시설에서는 자해와 타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적인
측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함(Eggert, Kelly, Margiotta, Hegvik,
Vaher, & Kaya, 2014). 최소한의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간
중심적 치료(person-centered treatment)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Reed 보고서에서는 효율적인 치료기관으로 법무병원이 기능하기 위해서 물
리적 보안, 관계적 보안, 절차적 보안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정의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Kenndy, 2002; Seppänen et. al., 2018). 다음에서는 이와 관
련된 법무병원의 설계 및 운영 시 고려할 세 가지 측면의 보안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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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병원 설계 시 고려사항

1)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 물리적 보안은 환경 및 건물의 설계(예, 경계벽의 높이, 안전창문, 감시시스템
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아래의 <그림 1>은 Kennedy가 각 위험
수준별로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함.

<그림 1> 피치료감호자의 위험 수준에 따른 물리적 보안(Kennedy, 2002, p. 435)
▸ 치료감호시설로서의 법무병원의 물리적인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연구결
과물, 예컨대 영국의 보건국(the UK Department of Health)이 제시하는 다
양한 규정들도 참고할 수 있음(Department of Health, 2010, 2011; Seppän
en et. al., 2018).

2) 관계적 보안(relational security)
▸ 관계적 보안은 돌봄의 질(quality of care)과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 기관의
자원과 비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음(Kennedy, 2002). 일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으로서 직원-환자의 비율과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시간의 총량과
같이 측정될 수 있는 부분임.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피치료감호자-전문가
의 관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력 및 일반적인 피치료감호대상자 모집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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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적 이해 수준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음. 아래에서는 양적인 측면
과 질적인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1) 양적인 측면
▸ 중급 이상의 보안 시설을 예를 들면, 직원-피치료감호자의 평균적 비율이 아
래와 같다고 함<그림 2>. 즉, 시설의 특성 및 피치료감호자의 위험 수준 및
수감 기간에 따라서 직원-피치료감호자의 비율은 달라지는 경향이 있겠지만,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에서는 직원들이 담당하는 병상의 수가 낮
게 유지되어야 하고(Kennedy, 2002), 각 직원 당 20개 이하의 병상 수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중급 보안 시설에서의 직원 대비 피치료감호자의 비율
▸ 이 밖에도 위험 수준에 따라서 직원-피치료감호자의 비율을 <그림3>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높은보안시설의 경우, 앞서 제시된 중급보안시설의 비율보
다는 낮아야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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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치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적 보안에 대한 지침

(2) 질적인 측면- 치료적 관계의 형성
▸ 관계적 보안에 있어서 직원-피치료감호자의 수, 팀접근 회의 수 등의 양적인
지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법무병원으로
서 질적인 차원에서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의 형성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함(Kennedy, 2002).
▸ 직원-피치료감호자 간 치료적 관계가 잘 형성될 경우, 재범률 등의 치료의 결
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케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Völlm et al., 2018).
또한, 잘 형성된 직원-피치료감호자 간의 관계는 병동 내의 폭력적인 사건의
낮은 빈도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Kennedy, 2002).
▸ 치료적인 관계의 형성이 법무병원 내에서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의 스트레스 및 소진과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근무환경
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Kenned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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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적 보안(procedural security)
▸ 절차적 보안은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에 대한 것을 포
함하고 있음. 예를 들면, 피치료감호자 차원에서는 환자의 이동 및 의사소통
의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을 가리킴. 반면, 전체 시
스템 차원에서는 위험 관리, 공식화된 검토와 책임의 이전 등과 같은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과 절차를 말함.
▸ 아래 그림에서는 절차적 보안과 관련된 일반적인 권장 사항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치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안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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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적 보안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 법무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의 보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정신건강
관련 직원들의 소진과 스트레스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Dickinson
& Wright, 2008; Johnson et al., 2018; 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15), 이러한 문제들은 이직(turnover) 등으로 인하여 직원 수의 양적인 측
면과 치료적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치료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치료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Morse et al.,
2012), 조직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
▸ 실제로, 정신건강관련 직원 중 21~67%가 높은 수준의 소진(burnout)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Morse, 2012). 즉, 정신과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같은 정신건강관련 직원의 상당수가 정서적 소진과 같
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Webster & Hackett, 1999).
▸ 본 절에서는 정신건강관련 직원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1) 정신건강관련 직원의 스트레스와 소진(Burnout) 요인
▸ 연구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다음의 7가지의 요인
들이 정신건강시설에서 직원의 스트레스와 소진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함(Dickinson & Wringt, 2008; Jonhson et al., 2018).
- 부족한 직원(inadequate staffing)
- 과도한 업무량
- 리더쉽의 부재
- 지원체계의 접근성
- 직원의 전문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 인간관계의 충돌
-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기회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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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직원 수와 과도한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직원의 스트레스와 소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데(Johnson et al., 2018), 특히, 인지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은 경우 직원의 스트레스 및 소진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Dickinson & Wright, 2008; Morse et al., 2012).
▸ 아울러, 법무병원에서 직원은 직장 내에서 비밀보장과 함께 쉽게 지원체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관리자는 개별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스
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함(Dickinson &Wright, 2008). 즉, 관리자의 리더쉽
의 부족, 지원체계의 미비,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기회의 부족은 직원의 스트
레스와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외에 직원들이 법무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소진현상을 줄 일 수 있다
고 함(Johonson et al., 2018). 즉, 특수한 환경으로서의 법무병원에서 일하
는 직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슈퍼비전 제공과
같은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함.
- 직원의 임상적 슈퍼비전을 많이 받을 필요성이 있음
- 관리자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문화를 양성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느낌이
나 좌절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함
- 직원들은 기관 혹은 부서를 지속적으로 로테이션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전문
적인 능력을 높이는 것을 권장
- 실제 직무상 활용할 수 있는 심리·사회개입 모델 등과 같은 다양한 개입기술
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음으로써 전문가로써 발전하고 있다는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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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의 현재
앞서 해외의 치료감호시스템의 물리적, 관계적, 절차적 모델을 살펴보았는데, 그
렇다면 국내의 치료감호소 조직의 기능과 역할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음. 이에 본 섹션에서는 먼저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피치료감호대상자
정의와 치료감호 기간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음 앞서 논의된 해외
모델의 틀(frame)을 기반으로 현재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실무자로서 근무환경에
대해 제안하는 바를 종합하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우선, 간략하게나마 치료감호소 의료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많은 의료진들이 치료감호소의 구조적 문제와 제한된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으로
인해 현재 국립법무병원을 심각한 조직의 “최대 위기”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국립법무병원으로서의 위상확립과 체계의 항상성이 가장 시
급한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법정신의학 실천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
는 의료진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되찾고 싶은 욕구에 반해 동시에 이직이나 퇴직
등의 조직이탈도 함께 고려해야하는 양가감정과 상당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음.
주된 원인으로는 부족한 스태프, 의사소통의 부재, 임상가로서 효율적 의료시스템
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반복된 좌절감과 무기력감, 소진경험, 업무
과중 대비 환자케어에 대한 막중한 임상적·행정적 책임감, 업무의 특성상 수반되
는 환자의 특수성에 따른 어려움, 면담 시 환자의 공격성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직원보호 프로토콜 부재, 무너지는 자긍심 등으로, 직원으로서의 쓸모 있음과 가
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업무환경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한편, 이러한 위기상황
에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조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뼈
대가 잘 잡힌 집”, 즉, 구성원들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병원으로서의
체계와 위상이 잘 잡힌 긍정적인 리더쉽을 통해 의료조직이 중심이면서 각 부서
간 의사소통, 협력 및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설문과 인터뷰 결과 및 관련 문헌이
다음에 제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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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감호대상 관련 법령

1)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정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에서 정의
하는 바,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
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
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 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치료감호대상자 치료 기간
▸ 치료감호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제1호 및 제3호 처분을 받은 자는 치료
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최대 15년, 제2호는 2년으로 정하는데, 제16조 3항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의 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
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
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 서 제2항 각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 이에 근거하면, 정신질환과 연관된 범법행위의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 케어플
랜이 아닌 일괄 최대 15년, 살인범죄의 경우 이후 3회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1년까지 치료감호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
및 피치료감호자의 과밀화가 예상됨으로 법무부 예산확충 필요성이 예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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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인증 현황
▸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인증조사 기준” 조건부 인증 상태
-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4
항,“제 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
자 수·자격” 관련 항과 관련하여 의료종사자 최소비율 1:60이 미충족하는 것
으로 파악됨.
▸ 전공의 수련병원 인증 유지의 어려움
- 현재 병원협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사에 대비한 수련병원 인증유지를 위
한 인력 및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3. 치료감호소의 긍정적 근무환경
▸ 국내 유일기관으로 법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career)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근무장점으로 파악됨. 아울러, 치료와 사회적 공익을 위한 업무수
행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진다고 함.
▸ 민간병원과 비교하여 공무원 신분에 따른 학령전기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
는 부모로서 시간 활용에 대한 융통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음(예, 융통적인
연가 사용, 안정된 직장, 주말 휴무).

4. 현재 근무만족도
▸ 앞서 몇 가지 근무지로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에게 치료감
호소에서의 전반적인 근무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을 기
준으로 평균 2.7(SD=0.76), 즉,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났음.
- 그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 낮은 급여, 의료분쟁에 대한 고민(환자의 고소·고
발), 병원의 의료중심이 제한되는 시스템, 행정업무 지원제한, 직급별 차별과
근무 분위기 및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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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치료감호소 근무에 대한 만족도

▸ 이에, 현재 7명의 정신과 의사 중 86%가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다수의 의사(n=6, 86%)들은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정신과 의사들이 외부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게 치료감호소를 추천하겠냐는
질문에, 과중한 업무량(일반병원의 3~4배), 낮은 급여(절반 수준), 다른 부처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사에게 비협조적이거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본부와
직원의 태도), 병원이 아닌 시스템, 직급시스템(직급 차별) 등의 이유로 추천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특히, 다수의 정신과 의사는 의료조직으
로서 치료감호소에서는 의사들을 전문가로서의 인정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림 6> 치료감호소를 근무지로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추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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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병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 정신건강관련 직원의 주된 스트레스와 소진 요인 파악, 해결
(1) 조직의 핵심가치와 조직구성, 역할의 모호함
<조직 최대의 위기>
▸ ‘조직문화’의 중요성과 관련된 주요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소이며, 90%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
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임(Deloitte, 2012).
- 조직의 심리·사회적 환경은 종종 동료와 조직 간에 공유되는 가치에 크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 
안전 보건기구 (2013)에 따르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환경은 최적의 생산성과 연결된다고 함. 이는 일반 병원 및 정신건강시설에도
적용됨(Aiken et al., 2011; McTiernan & McDonald, 2015).
▸ 조직의 공통된 ‘가치 공유’의 중요성과 관련된 주요 문헌을 살펴보면,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직원과 조직 간의 가치(value)
의 합병이 중요한데(Atchison, 2007; Bao, 2012), ‘가치’란 심리적 작업 환경
에 있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의미함(Thomas,
2013). ‘가치’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Meglino
와 Ravlin(1998)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또
는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내면화 된 믿음’으로 정의됨. 즉, 조직의 구성원들
이 보유한 가치는 환자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
에 있어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Thomas,
2013). 따라서, 구성원들이 개인의 도덕적 및 직업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못
하게 될 경우, 양심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Glasberg et al., 2006),
환자의 공격성과 폭력에 의해 그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함
(Tuvesson et al., 2012). 그렇기 때문에, 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경우, 환자케어에 있어 충분한 치료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한다는 전문가로서의
부족함(inadequacy), 양심의 가책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함(Dahlqvist et al.,
2009; Pelto‐Piri et al., 2012).
- 결국, 구성원들이 보유한 가치와 조직이 보유한 가치가 불일치할 경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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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되고(Edwards & Cable, 2009; Kristof, 1996; McCoy, 1986), 이는
결국 환자케어에 영향을 미치게 됨. 실제로, 간호사들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조직전체의 가치와 간호사들의 가치가 일치할수록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더 나은 성과를 생산하고(Verplanken, 2004), 반면 일치도가 떨어질수록 이직
률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Bao et al., 2013). 결국, 가치의 일
치(value congruence)가 업무에 대한 태도와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Atchison, 2007; Bao et al.,
2013; Hunt, 2014; Kristof, 1996; Meglino & Ravlin, 1998). 이와 관련된 인
터뷰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보람은 이제 환자들한테 찾는 거죠.. 그니까 이게 어떤.. 그.. 그게 이제 내
가 뭐 거창하게 그 국가를 위해 범죄율을 낮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보고 그 환자가 좋아져서 어쨌든 퇴소하는 모습을
보고.. 어..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환자가 좋아져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과
정이 이제 저한테는 의사로서 보람인 거죠”(응답자 D)
“여기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공익이나 정의를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서 뭉쳐 있는 거예요.."“양심적이고 정의감 갖고 있는 사람” (응답자 A)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공익을 그니까 내가 돈뿐 만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
하는 기분은 좀 들더라고요”“조금 병원이 더 이제 좀 더 병원같이 굴러간
다면 그런 점을 부각을 하면 그니까 의사 수급 타케팅을 그쪽으로 하면 조
금 좋을 것 같긴 해요”(응답자 E)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혹시 혹하는 의사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일하
면서 내가 이렇게 논문을 내는구나 하는 자긍심이 느껴지고”(응답자 C)
“민관 의료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심평원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거든요 그런
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으로 환자들을 약을 처방하고 병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아닌 거예요. 의사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민간병원은 의사가 수입 주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밉지만 정말 마음으로 좋아서 존경하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존재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 말이 중요해지고 의사의 어떤 목소리가 높
아지고 의사 결정에 중요한 권한이 있었다면 여긴 그게 진짜 아니더라고
요”(응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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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여기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
금 사기가 많이 꺾여가지고.. 4명 중에 누가 사표 쓸 건가.. 왜냐하면 저희
넷이서 이거 의료부 행정을 진짜.. 떠받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흠.. 안간힘
을 쓰고 있어요 안간힘 쓰고 있고..”(응답자 A)

▸ 이 밖에도, 정신건강전문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진의 원인 중 과중한 업무량
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가장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데, 반면 명확한
업무분장,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공정한 대우 및 평가, 그리고 정기적인 임상
슈퍼비전이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음(O’Connor, Neff, & Pitman,
2018).
<설문조사 결과>
▸ 아래는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표 3>에서는 조직의 목적에 대
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와 현재 조직의 편제, 인력구
성 및 업무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치료감호소의 존
재 목적에 대한 응답으로 71%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하고,
이들 중 다수는 치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와 재활(n=9;
23.7%)이라고 응답하였음.
▸ 하지만, 과반수의 응답자가 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조직
의 편제,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
하였음. 특히, 인력구성의 적절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약 92%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음.
<표 3> 치료감호소 비전, 핵심가치, 목적,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
질문
치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은 명확히 설
정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공
유되고 있습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
려했을 때 현재의 조직구성 편제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
려했을 때 인력 구성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
려했을 때 업무분담은 명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5.8)

5(13.2)

16(42.1)

9(23.7)

2(5.3)

10(26.3)

17(44.7)

7(18.4)

1(2.6)

3(7.9)

13(34.2)

22(57.9)

3(7.9)

-

-

12(31.6)

15(39.5)

8(21.1)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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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감정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부서에 근
무하는 직원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정신과, 사
회정신과, 감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상대
적으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음.

<표 4> 치료감호소 비전, 핵심가치, 목적, 조직구성에 대한 부서 간 인식차이 비교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다른
부서

치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
2.9(0.9) 2.9(1.2)
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습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2.1(1.3) 2.3(1.1)
현재의 조직구성 편제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1.5(0.7) 1.8(0.6)
인력 구성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1.8(1.0) 2.1(0.9)
업무분담은 명확합니까?

Z

p

-.017

1.00

-.872

.43

-1.138

.24

-.514

.29

Note. Mann-Whitney U test

▸ 아래의 <표 5>에서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팀 간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 및 업
무수행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과반수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팀 간 역할 및 책임, 업무분장,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업무협조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재의 팀 간 업무분장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약 71%가 업무분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숨김없이 원활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약 63%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구
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3 -

<표 5> 업무분장, 업무과정 및 절차, 의사결정 과정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
이 적절합니까?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
이 명확합니까?
치료감호소 내 각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는 효율적입니까?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은 신속, 정확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 간에 숨김없고 원활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
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28.9) 16(42.1) 10(26.3)

1(2.6)

-

10(26.3) 11(28.9) 15(39.5)

2(5.3)

-

11(28.9) 12(31.6) 12(31.6)

3(7.9)

-

10(26.3) 11(28.9) 13(34.2)

4(10.5)

-

12(31.6) 12(31.6) 11(28.9)

3(7.9)

-

▸ 아래의 <표 6>에서는 치료감호소의 조직 목적, 비전, 핵심가치와 조직구성에
대한 부서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
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신과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 업무과정 및 절차, 의사결
정 과정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간호 병동 등의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
로 나타남.

<표 6> 업무분장, 업무과정 및 절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부서 간 인식차이 비교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이 적절합
니까?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이 명확합
니까?
치료감호소 내 각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 및 절
차는 효율적입니까?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 간에 숨김없고 원활한 대화를 나
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Not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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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Z

p

1.9(0.8) 2.1(0.8) -.514

.634

1.8(0.8) 2.4(0.9) -1.853

.082

1.7(0.9) 2.4(1.0) -1.853

.076

1.9(0.8) 2.4(1.0) -1.496

.159

2.1(0.9) 2.1(0.9) -.185

.874

▸ 아래의 <표 7>에서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인사관리, 인재육성 과정과 슈퍼비
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과반 수 이상의 응
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인사관리, 인재육성 및 직원지도 및 지원
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63%의 응답자가 그
렇지 않다고 이야기함. 또한, 치료감호소의 비전 및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에서 인재가 적절하게 육성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으며, 상
급자들이 직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다는 응답자
가 약 61%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적절한 인사관리 제
도의 도입과 인재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줌.
<표 7> 인사관리, 인재육성, 슈퍼비전(1)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치료감호소의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
10(26.3) 10(26.3) 13(36.8)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 및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인재가 적절하 12(31.6) 15(39.5) 8(21.1)
게 육성되고 있습니까?
관리자들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 할
13(36.8) 9(23.7) 15(39.5)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
니까?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0.5)

-

3(7.9)

-

1(2.6)

-

▸ 아래의 <표 8>은 정신과 관련 부서와 다른 부서와의 인사관리, 인재육성 및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치료감호소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신과 의사의 점수가 다
른 부서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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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사관리, 인재육성, 슈퍼비전(2)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다른
부서

Z

치료감호소의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0.9) 2.4(1.0) -1.213
고 생각하십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 및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
1.8(0.9) 2.1(0.9) -.934
내부에서 인재가 적절하게 육성되고 있습니까?
관리자들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2.0(0.9) 2.1(0.9) -.427
지원하고 있습니까?
Note. Mann-Whitney U test

p
.251
.390
.704

(2) 임상가로서의 가치, 존재감 상실, 반복된 좌절, 무기력함

▸ 모든 응답자들로부터 임상가로서의 존중받지 못하고 반복되는 좌절로 인한
심각한 무기력감, 소진 경험, 그리고 상당한 양가감정이 보고되었음.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저희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저희.. 오래 못 기다려요 이렇게 지쳐가
지고..”(응답자 A)
“이게 내려졌어요. 일단은 제가 버티는 것은 나가면 나는 돈벌이를 하는 것
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은 버티는 것인데 저도 제가 얼마나 버틸
지는 모르겠고..” (응답자 C)
“저는 우선은 선생님 그니까 이게 근무하는 것 중에 돈도 중요하고 분위기
도 중요하고 이 로딩도 중요한데 동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책임감을 많
이 느끼죠. 내가 나가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하며 이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며 또 같이 사이좋게 잘 지냈던 그 사람들한테 노동을 주는 거니까 부담
스럽고 전공의들도 부담스럽고 책임져야 되고..”(응답자 E)
“우리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방법을 모르겠어요.” (응답자 E)
“환자들 뭐 일반적으로 더 많이 보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환자 보는 건 다 똑
같다 생각하고 왔었죠.. 근데.. 음.. 정말 다른 곳이었어요.”(응답자 C)
“정화되는 부분이 적고 고여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직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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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고 그거를 너무 많이 느
꼈기 때문에 절대 공무원 병원은 가지 않으리라 하다가 여기는 법무부라서
다를 줄 알았어요.. 거긴 보건복지부고 여기는 법무부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나”“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의사들을 알고 의료를 아니까 그런 의료 쪽의
파트 부분은 존중을 해주는 데 여기는 그러진 않아요..”“불합리한 부분들
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정말 나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정말..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응답자 D)
“로딩도 너무 많고 월급도 너무 적고 일은 너무 많이 생기고.. 환자는 너무
위험하고.. 환자한테 협박 받는 거 다반수고 맨날 고소고발 당하고.. 아유..”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요인은 이제 여기.. 같이 계시던 선생님들 때문에
사실 버텼어요..” “정말 악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또
그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죠..
지금까지 왔는데.. 하.. 그니까 이게 여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응답
자 D)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전공의들.. 근데 전공의들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뿔뿔이 흩어지면 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들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환자들을 어찌하냐고.. 이 환자들을 참.. 그니까
이게 참.. 이게 그니까 뭐 내가 뭐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저는..
뭐 보람 느끼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니까.. 의사로서 정말 이제 기본적인 그
런.. 느낌들.. 그런 보람.. 근데 여기선 되게 힘든 게.. 그 환자들이 나를 고발
하니까.. 그 환자들.. 나는 한다고 막 하는데 그 환자들 왜 이렇게 고소 고발
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고소 고발하니까..”(응답자 D)

(3) 부족한 스태프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소진
▸ 직무불만족와 높은 소진율은 의료진에게 심각한 문제로 파악되는데, 간호사들
을 예를 들면, 유럽, 아시아, 북미 및 뉴질랜드의 9 개 국가에서 수행 된 광
범위한 연구결과, 국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20%에서 최대 60%가 이
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Aiken et al., 2011). 정신병동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는 높은 직무스트레스와(Dickinson & Wright, 2008; Edwards
et al., 2000; Leka et al., 2012)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Leka et al.,
2012) 소진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는데(Jenkins & Elliott,
2004; McTiernan & McDonald, 2015), 특히, 정신병동에서의 근무는 폭력성
이 수반되는 직무로(Anderson & West, 2011; Kwok et al., 2012; Vaez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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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일반 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가를 낼 확률이 높고(Eriksen et
al., 2003), 높은 소진 경험률로 이어진다고 함(Dickinson & Wright, 2008).
▸ 현재 치료감호소를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의 기본 충족요건인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근거해서
평가할 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전공의는 0.5명으로 간주)”을 두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과 동시에 늘
어가는 치료감호대상자 수로 인한 치료감호소 내 인구 과밀화 현상과도 직접
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다시 역량 있는 전문의 확보에의
어려움과도 직결됨. 현재 치료감호소 내 전문의 충원율은 60% 미만임.
▸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인 과중한 업무량과 관련하여, 실제로, 2018년
치료감호소의 의사별 월별 면담기록 건수(의무기록지 기입 현황)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월별 평균 건수가 146건(의사 1인당 월별 평균 건수를 구한 후
이를 더해 의사 수 5명으로 나눈 결과)으로, 보건복지부 병원 인증기준에 근
거한 의사와 환자 비율 권고율 1:60 이하와 비교하여 현재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평균적으로 130~140명(전공의는 1인당 30~40명)으로 나타남. 여기에
전공의 슈퍼비전을 위한 환자수가 추가될 경우, 약 160~170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는 권고된 비율에 약 3배가 되는 업무량으로 파악됨.
▸ 현재 치료감호소의 현재 의사와 환자 비율의 구조에서는 전공의 수련지도에
관한 업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 지원자의 질적 수준 저하 및
인력수급 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전공의들에게 제
공되어야 할 높은 수준의 교육과 슈퍼비전과 커리큘럼과 이행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가 충원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전공의 수련병원 인증유지와도
직결됨.
▸ 따라서, 현재 국립정신병원에서 적극 활용 중인 공중보건의 인력을 수급하여
업무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질 높은 전문의/전공의 확보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탈원화를 자꾸만 들기 때문에 그럼 튕겨져 나오거든요. 민간병원에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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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신건강증진법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그럼 결국 사고 치고 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밀화가 되는 건데 그런 기관으로서 잘 운영되면
좋은 보완책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하는데 아직은 너무 갈 길이 멀어요..”(응답자 E)
“살인이 제일 많아요 여기 환자 비율 중에. 살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성
폭력이에요. 그니까 이게 중범죄가 많이 오는 곳이긴 많이 오는 곳이에요
물론 단순 절도 이런 환자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니까.. 정신과 환자.. 여
기서 제가 보던 환자도 봐요.. 가끔.. 그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거의 마지막으
로 오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나 몰라
라... 그게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퇴소시킬 때 교도소는 사실 형 끝났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면 끝인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환자가 가야 하
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응답자 D)
“일주일에 3일은 9~10시 넘어서 퇴근하고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볼 때엔 향후 10년간은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응답자 C)
“(환자)로딩의 그 한계를 정해야 해요.. 너무 로딩이 심하고.. 연구할 수 있
는 지원도 안 해주고.. 아이디어 있다고 뭐 지원해주나요”“감정은 기한이
있어요 4주 동안 여기 와있는데 4주 동안 있고 나가는 날 감정결과서 보내
야 하거든요.. 그니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요 여기가.. 근데 의사들 막.. 숨
통을 막 죄는 거 같아요.. 로딩이 너무 심해요..”“치료처우과의 역할에 대
해서도 좀.. 고민들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응답자 A)
“(본부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로딩으로는 못 버티겠어요.. 지금 로딩은.. 이게 몇
달을 버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170명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겁나
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이게 환자가 상태가 좋은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도 많은 분들이고.. 그니까 겁나요 이게 전에는 환자 하나하나
가 파악이 되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오더를 내려놓고도 까먹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얘기했는데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달라고.. 메일은 제가 확인하
니까 제가 그렇게 맨날.. 병동마다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환
자 170명 가까이 보지.. 감정 보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맨날 루틴으로
하는 잡이 다음 주에 심사.. 심사 환자 걸러서 그 환자들을 그 심사 종이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보호자.. 보호자하고도 전
화 많이 하거든요 보호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 하나하나 환자들 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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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써야하지.. 그거 끝나면 저희 퇴소 감정서 써야 해요 이게 돌아가는 일들
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170명 환자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
면서 중간중간에 환자들한테 협박 한 번씩 받지 환자들 말도 안 되는 컴플
레인 계속.. 그니까 환자들이 여기가..”(응답자 D)
“아이들이 아직은 이런 인식을 잘 모르니까.. 며칠 전에 아들이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제 선배였거든요. 내과 선생님이었는
데 그 선생님은 제가 정신과 의사인 것을 다 아는데… 아들이 그랬다고 하
더라고요. 엄마에 대해서 그냥 물어봤는데 저희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
게 들어와요라고 해서… 통상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학병원이 아니면 9시~6
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선배님은 제가 한 2~3시간 가야지 되는 곳에 직장을
잡은 줄 아셨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일한다고 하니까 납득을 못하
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무원인데 왜 그러냐.. 의사들이면 다른 과여도 대충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알아듣는데 여기에 (환자가) 천 명 넘게 있고 전문의
는 다섯 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알아듣더라고요.”(응
답자 C)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을 안 해줘요.. 알아서 다 하라는 거죠.. 그
래서 저희가 점점 지쳐가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환자 170명..
정신감정.. 이게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뭐 하는 일에 1/3도 안 되
는 거 같고요.. 뭐 이것저것 계속 산더미처럼 일은 쌓여가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쌓여진 거에서 한.. 급한 거 세 개 처리하면 7개가 또 쌓여있고 또
3개 처리하고 나면 또 10개가 되어있고..”(응답자 A)
“환자의 입원 첫 입원부터 퇴원까지는 다 의사가 결정을 안 해야 되는 부분
은 없는 거니까 치료... 뭐... 관리 여러 가지 생활 특히 정신과라 하는 과의
특성상 기본 생활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주치의가 밥은 잘 먹었냐 대변을 잘 봤나 까지도 다 이제 신경
을 써야 하는 게 많거든요”(응답자 E)
“정말 환자 진단서 하나 떼는 것까지도 민원 답변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하
니까 민원 답변할 때도 행정지원과 나 일반정신과에서 이거 물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냐 아니면 환자가 자기 감정서나 진단서를 보고 싶다고 요구
를 했을 때 저희는 치료적 목적에 너무 안 좋으면 공개 안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자 E)
“아기가 좀 크니까 저만해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저만해도..”“페이와 로
딩 이게 어느 정도는 되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응답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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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 다음은 정신과 의사들의 업무를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영역,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업무, 치료감호소의 병원으로
서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임.
▸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과 의사들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가 1순위로
본인들의 가장 많은 업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다음으로 의
료행정 및 사무업무,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공의 수련 관련 업무는 가장 적은 시간이 할애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업무 순위
1순위

2순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가중치
적용

순위

3

3

6

4

4

2

2

7

1

3

5

1

7

3

2

진료심의
진료기록 요청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3순위

1
2

전공의 수련

-

피치료감호자 치료

5

1

17

1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1

3

9

2

▸ <표 10>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당한 결과임. 1순위는 피치료감호자 치료로 실제로도 가
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함.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
애해야할 업무로 2순위는 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로 나타남. 다음으로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전공의 수련, 정신감정 위탁 및
평가, 진료기록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앞의 실제 업무시간의 활용과 연관
시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전공의 수련 업무임. 즉, 정신과 의사들은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실
질적으로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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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 순위
1순위

2순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3순위
2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3

진료심의

가중치
적용
2

순위
7

6

2

1

1

8

진료기록 요청

1

1

4

5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1

1

4

5

2

4

4

1

17

1

2

4

3

전공의 수련
피치료감호자 치료

1
5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 <표 11>은 정신과 의사들이 효율적인 의료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임. 1순위는 앞서 실제로 활용
하고 있는 업무시간과 이상적인 업무시간의 응답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전공의 수련으로 나타남. 즉, 정신과 의사들은 효율적인 의료조직(병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음. 다음으로 피치료감호자 치료,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효율적인 의료조직으로 발전하기 위
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는 현재
로서 만족스러운, 즉,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남.

<표 11> 효율적인 의료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우선 고려사항
1순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2순위

순위

2

6

2

9

3

1

1

8

1

4

5

2

2

7

9

1

9

2

6

4

1
1

2

진료심의
진료기록 요청

가중치
적용

3순위

1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전공의 수련

3

피치료감호자 치료

1

3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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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림 7>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루 평균 만나는 피치료감호자의 수를 보
여주고 있음. 약 43%의 정신과 의사가 하루 평균 보는 피치료감호자의 수와
관련하여 30~50명 정도라고 응답하였음. 반면, 정신과 의사들에게 하루 평균
만나야

하는

‘이상적인’

피치료감호자의

수는

10명

이하라는

의견이

71%(n=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의료조직으로서 치료감호소의 치료기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
문에서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와 피치료감호자의 비율을 조정해야 효율
적인 의료조직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예를 들면, 현재 정신과 의사 1인당 약 170명 정도의 피치료감호자를 담당하
고 있으며, 전공의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 환자에 대한 슈퍼비전을 포함하면
185~190명의 피치료감호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림 7> 하루 평균 면담하는 피치료감호자 수
▸ 따라서,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의 비율을 정신병원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1:6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추가로 정신과 의사들은
인력충원의 차원에서 전공의 수가 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
음(n=5, 71%).
이 외에도,
▸ 중간관리자급 간호사 추가 배치로 편중되어있는 간호 및 보호사들의 적절한
슈퍼비전과 평가가 이루어져서 효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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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평가권이라든가 뭐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무사
에 대해서는 어.. 그러니까 책임은 줬는데 실질적인 조무사가 예를 들어서
지시를 잘 안 들으면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뭐 좀.. 그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을 다른 병동으로 뭐 바꾼다든가 뭔가 좀 그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만 주고 권한은 전혀 없는 거예요 조무사에 대해
서는..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이제 너무 어려운거죠.”“2017년 1월 1일 자
로 조무사가 간호과로 넘어온 인원이 118명이 넘어와서 (한 명의 간호과장
밑에) 책임져야 할 간호과 인원이 현재 234명입니다.”(응답자 F)
“정말 소진이 다 돼서 제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거든요. 그니까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피치료감호자 간호와 감호잖아요 치료감호소의 본연의 미션
이 치료감호자의 감호 집행이잖아요 이걸 수행하는 가장 핵심 부서가 사실
은 간호과고 의사선생님은 더 중요하죠. 치료를 직접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치료를 직접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의사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치료감호소가 의사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죠. 원장님 부장님 다 안 계시고 이제 일반정신과장님도 공석이
시고 세 분이 지금 공석이시고 이제 각 과장님들도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시
고..”“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복지부에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래 입
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퇴원도 빨라지고 그런 환자들이 제
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문제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료감호 환자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응답자 F)

(4) 병원으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성, 리더쉽의 부재(poor leadership)
▸ 윤리적인 지도자의 역량이 직원들의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고 개인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적 피로를 덜게 한다고
도 함(Okpozo et al., 2017). 따라서, 병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조직 안정화
를 목적으로 병원장의 책임과 권한 보호가 중요, 존경받는 인물로 배치할 필
요성이 있다고 제시함.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다 막히는 거예요 그 인사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인사권이 있어야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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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사권이 없는 원장 말을 누가 듣나요? 안 들어요 절
대 안 들어요”(응답자 A)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원장을) 바지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고요..”“일단 오셨던 원장님이 그런 본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권한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여기가 조직이 여러 군데 다 보
니까 원장님이 그게 없어요. 행정과 따로 감호과 따로..”(응답자 D)

▸ “뼈대 있는 집”모습으로 체계가 잘 잡힌 조직
- 즉, 안정적인 조직에 대한 희망. 안정적이라 함은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더라도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체계적 항상성을 말함. 아울러,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조직의 필요성.
- 업무의 고른 배분,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인사시스템으로 개편
- 예, 조직 내부 직원 및 협력기관 구성원에 대한 다면평가, 상향·하향평가, 동
료평가 실시로 점진적으로 보수나 승진, 인센티브에 적용
-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 정착 필요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국립서울정신병원은 누가 와도 그 조직은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
금씩 보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어진 뼈대가 있는 집처럼.. 벽돌만 바꾸
는 거지.. 그렇게 누가 이렇게 뭐... 밑에 사람들이 좌지우지 파도에 휩쓸리
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이렇게.. 딱 전공의 수련도 모든
게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지침보다는 이렇게까지 해왔던 그 틀.. 안에서 이
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자 A)
“중요한 거는.. 보니까 보호직 공무원들과의 조화가 제일 중요하겠더라고
요.”(응답자 E)

▸ “순환적” 그리고 “자정작용”이 가능한 조직에 대한 기대
- 보직순환을 통해 각 부서별 이해 도모, 행정에 대한 미숙함 문제해결 필요
- 이는 갑작스런 의료진 공백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팀워크 강화전략임
- 예, 국립병원은 타부서에 대한 투명성, 이해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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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자체의 정화가 조금이라도 되려면 로테이션(보직 순환직) 밖에는 답이 없
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의사들 사이에 원장님 빼고는..
의사들 사이에 순서를 세워 넣은 것은 의사들의 생리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응답자 C)
“의사들 직렬을 병렬 배치하고 그리고 순환제로 돌려서 선생님들이 각 과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각과 직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같
이 그 일을 해보는 경험들을 다 같이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된
다면 어..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운영체제가 어떤 누구 하나에 의해서 독
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되지 않을까”(응답자 D)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기관이 살아남으려면 있는 의사들 빨리 과장으로 배
정시켜가지고 행정업무를 딱 딱 딱 하게 이렇게 하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끔 하고 또 이제 좀 순환을 시켜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기관이라서
요. 그 과장 역할을 안 해 보면 저 과장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굉장히 특수
한 기관이에요. 국립정신병원에서는 내가 그 과장 안 해도 그 과장 업무가
뭔지 히 보이거든요.”(응답자 A)
“의사들이 하는 것을 1년마다 순환보직으로… 그러면 의사들이 의료부 내
에 있는 과는 과장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의료부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은
의사 대우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상사가 되니까..”(응답자 C)
“직급을 올려야 돈이 올라갈 거고 행정 로딩을 줄이려면 일을 분산해서 과
장 직급을 많이 만들어서 좀 보직을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순환을 시키면
로딩도 줄고 이 과장한테 너무 몰리는 권력 및 책임감을 분산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응답자 E)

(5) 자신의 전문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슈퍼비전, 연수, 학회)
<설문조사 결과>
▸ 아래의 <표 12>에서는 직원의 전문성 및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약 89%의 응답자가 담당업무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지만,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받
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 36 -

<표 12> 직원의 전문성 및 기회의 충분성
질문
조직구성원들은 담당 업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충
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
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3)

2(5.3)

20(52.6)

11(28.9)

3(7.9)

5(13.2)

18(47.4)

12(31.6)

3(7.9)

-

▸ <표 13>은 직원의 전문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지에
대해 부서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고 있지만, 정신과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응답자들보다 정신과가 아
닌 타부서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전문성과 자신에 역량에 대해서 상대적으
로 긍정적인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성 발휘를 위한 기회제공의 측면
에서는 부서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직원의 전문성 및 기회에 대한 부서 간 인식 차이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다른
부서

조직구성원들은 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전문성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 3.0(1.0) 3.4(0.8)
습니까?
조직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2.4(0.9) 2.3(0.8)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까?

Z

p

-1.449

.190

-.156

.899

Note. Mann-Whitney U test

▸ <그림 8>에서는 현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슈퍼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약 50%의 응답자가 현재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정기적 실시
가 34%, 정기적으로 실시 11%, 마지막으로 기타가 5%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직무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과의사 집단과 간호사 집단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 않은 반면, 기타 직무영역의 집단들의 약 64%
의 응답자가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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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현재 업무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유무

슈퍼비전 빈도와 유용성 <설문조사 결과>
▸ 아래의 <그림 9>는 개별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의 빈도에 관한 응답임.
개별 슈퍼비전의 빈도에 대한 응답으로 월 1회가 5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주 1회와 2~3일에 한 번이 각 16%, 월 2~3회와 매일이 각 5%
로 나타남. 집단 슈퍼비전의 빈도의 경우에도 개별 슈퍼비전과 유사하게 월
1회가 6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1회 21%, 매일 6%, 주 2~3일에 한
번과 월 2~3회가 각 5%로 나타남.

개별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그림 9> 개별 슈퍼비전과 집단슈퍼비전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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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 14>는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다수의 응답자가
슈퍼비전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약 2/3의 응답자가 기관 내 슈퍼비
전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74%)과 자신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
움이 된다(69%)고 하였음.
▸ 하지만, 응답자들은 비교적 슈퍼비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
었음. 약 50% 정도의 응답자들은 기관이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
며, 슈퍼비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추가로 기관 외부의 슈
퍼비전 활동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으나, 기본적으로
외부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4>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기관은 슈퍼비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3(7.9)

14(36.8)

13(34.2)

4(10.5)

1(2.6)

우리 기관은 내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7.9)

16(42.1)

13(34.2)

2(5.3)

1(2.6)

업무수행 관련하여, 나는 상사 또는
동료와 거리낌 없이 상의할 수 있다.

2(5.3)

5(13.2)

13(34.2)

11(28.9)

4(10.5)

기관 내 슈퍼비전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4(10.5)

6(15.8)

14(36.8)

11(28.9)

3(7.9)

기관 내 슈퍼비전은 ‘나’를 업무수행
전문가로 성장하게 한다.

6(15.8)

6(15.8)

15(39.5)

9(23.7)

2(5.3)

기관 내 슈퍼비전만으로는 업무수행
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2(5.3)

1(2.6)

19(50.0)

13(34.2)

3(7.9)

우리 기관은 외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26.3)

13(34.2)

12(31.6)

3(7.9)

-

외부로부터의 슈퍼비전을 통해 제공
된 조언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
움이 된다.

4(10.5)

6(15.8)

19(50.0)

8(21.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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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 15>에서는 직무영역별로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았음. 전반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세 영역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있어서는 정신과의사들은 다른 직무영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
였음. 반면, 다른 직무영역 집단과 비교하여 정신과의사 집단이 생각하는 기관
의 외부의 슈퍼비전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표 15> 의사소통 만족도, 수평적 의사소통, 업무환경에 대한 직무영역별 인식차이 비교
질문

정신과
의사

χ2

p

우리 기관은 슈퍼비전 활동에 대한 중
2.4(1.4) 2.7(0.7) 2.6(0.9)
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0.921

.631

우리 기관은 내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
2.7(1.5) 2.4(0.5) 2.5(0.8)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214

.899

업무수행 관련하여, 나는 상사 또는 동
3.3(1.5) 3.1(0.9) 3.6(0.9)
료와 거리낌 없이 상의할 수 있다.

0.800

.670

기관 내 슈퍼비전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4.0(0.8) 2.5(1.0) 3.6(0.8) 12.471
해결에 도움이 된다.

.002

기관 내 슈퍼비전은 ‘나’를 업무수행
3.6(1.4) 2.4(0.9) 3.3(0.9)
전문가로 성장하게 한다.

8.573

.014

기관 내 슈퍼비전만으로는 업무수행에
3.3(1.1) 3.4(0.9) 3.4(0.8)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0.150

.928

우리 기관은 외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
1.4(0.5) 2.5(1.0) 2.3(0.8)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419

.040

외부로부터의 슈퍼비전을 통해 제공된
조언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 3.0(1.0) 2.8(1.0) 3.1(0.9)
다.

1.820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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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기타

이 외에도,
▸ 법정신의학 연구 역량 개발, 강화 모델 제시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범법정신질환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하지 않잖아
요. 정신질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면 이 환자들이 그대로 법무부 체계 안으
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횡단으로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법무부 체제 안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과 환자분이 매우 다양하고 저희는 반강제적이
지만.. 환자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양질의 연구가 되려면 결국에는 시설이나 연구 기
계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돈을 많이 주시면 뭐 가능하겠지
만..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거죠.”(응답자 C)

(6) 치료처우과, 행정지원과와 파트너쉽에 기반한 지원 강화
▸ 비젼공유, 행정적 어려움을 상호 공유하여 이해하고 상생하는 문화조성
▸ 정신질환과 의료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지원, 지도감독 역할, 치
료감호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소통 채널 확보 필요
-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 모두가 참여하는 모델
- 1990년대, 사회학자 제임스 배런(Jame Baron)과 마이클 한난(Micheal
Hannan)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약 200개의 스타트업들이 ‘스타 모델’, ‘프로
페셔널 모델’, ‘참여 모델’ 중 하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함. 스타 모
델을 따르는 회사는 유명하고 똑똑한 인력을 찾는데 열중했고, 프로페셔널
모델을 따르는 회사는 기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단을 구성했는데,
참여 모델을 추구하는 회사는 구성원들과 비전과 가치를 나누고 강력한 교감
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함. 이들 가운데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낸 것
은 참여 모델을 적용한 경우였는데, 이 뿐만 아니라 2000년대 IT 업계에 테
크 버블이 일었을 때, 참여 모델을 활용했던 스타트업은 다른 두 모델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위기를 견뎠고 주식 상장도 3배로 성사시킨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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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여기(치료감호소)가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생적으로 돌아가고 그 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서포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음.. 지금은 좀 근데 그게 어렵다고..”(응답
자 D)
“서로 간의 협업이 잘 되게끔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
습니까. 그런 데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의사소통이요? 잘 되면 이
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내가 생각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데서 말을 하면 튀고..”(응답자 B)
“지금 본부의 분들하고 정말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들도 여기를 어떤.. 감시하고 처벌하는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같이 일 해나
가는 그런 동반자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직원들이나 좋은
간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거 놓치면 정말 어려우실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본부에서.. 상의하고 좀 물어보
셨으면 좋겠어요.. 의료하고 다르니까..” (응답자 D)
“이제 (치료처우과가) 주무담당부서이시긴 하니까 저희 말을 들어주려고 하
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이제 그런 통로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뭐 이런 조직이 다 있나 싶
더라고요.. 하.. 이게 무슨 고여 있는 물 같고..” (응답자 D)
“이게 의논할 데가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고.. 그니까 지금은 000 사무관님
이나 법무관님한테 저희가 또 많이 자문을 구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
가 약간은 형성된 건데.. 예전에는 그런 곳이 전~혀 없었어요.. 의사들 문제
가 생기면 나 몰라라.. 그니까 이게 각 과마다 내 일 아니다가 더 강했어요.
그니까 이게 뭐..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니까.. 다른과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많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거는 최대한 안
하려 하고 책임질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응답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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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성과를 높여주는 직접동기 부여(예,
일이 즐거움, 일의 의미, 일을 통한 성장,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가치실
현). 반면, 성과를 떨어뜨리는 간접동기 제거(예,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
감, 타성 등)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일단은 의사를 존중해주면 돈을 조금 덜 생각하고 일이 힘들어도 의사에
대한 대우를 해주면… 그러니까 돈 적으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
요”“병원은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아니거든요. 법무부 본부에서 의사를
존중해줘야 여기 직원들이 모두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볼 때
에 별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너무 많이 바
뀌고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계시거든요”(응답자 C)
“저희들도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논문을 내는구나 하는 자긍심이 느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
를 했었어요”(응답자 C)

▸ 병원인증, 수련기관인증, 전문의/전공의 역량개발 기회와 지원 확충, IRB(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분야 행정적 지원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병원협회와 정신과학회심사를 다 받아야 하는데 둘 다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여기를 수련병원으로 이정하려고 하면 여
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여기.. 정신과 전문의를.. 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여기에서 이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
는지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이 전문의들을 국내 학회뿐 만 아
니라 해외학회를 적어도 2년에 1번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있느냐 그것도 병
원 측.. 우리는 법무부 측에서 돈을 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는 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할만한 어떤 그런 의학적인 최신 지견이나.. 역량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도 안 해줬거든요.. 그리
고 매년 심사 받을 때마다 의사들은 죽어나요.. 그 심사를 몇 달간 준비하거
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마이너스 하나 크게라도 받으면 탈락돼요.. 그런 것
도 있고 저희가 수련병원이 유지하려면 또 연구기관으로 유지하려면 기관생
명윤리위원회라고 IRB라고 하죠 어느 대학이나 다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심사를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에요 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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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근데 또.. 나름 까다롭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의사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업무를 다하면서..”(응답자 A)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니셜로 저희가 160명씩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160
명 환자를 보면서 전공의들 데리고 있는 백스텝으로 있는 그 환자들을 보기
까지는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환자 우선 제가 이니셜로 오더
내려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보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도 해
야 되고 양 방향이 다 되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안 되고 이쪽도 눈치가 보
여서 안 되고 그래서 뭐 원래는 병원협회나 그런 곳에서는 그 수련부장은
아예 슈퍼비전을 그러니까 자기 담당 환자가 아예 없게도 권장을 한데요...
그래야 수련 질이 좋아진다고 수련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야 퀄리티 있는
정신과의사가 나올 테고 그래야 결국엔 우리나라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크게 보면 근데 시작부터가 잘 안되니까..” (응답자 E)
“전에는 여기 의사들도 외국 연수 보내줬었데요. 공무원이니까요. 그런데 그
게 없어진 이유가 의사가 적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다
고”“여기가 환자 복지차원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점수 깎이고 의사 일 인당 환자 수가 60명이 넘는데 이것
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병원 인증을 해
준 건데.. 정신보건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응답자 C)

▸ 기본적 행정지원, 병원 시설관련, 호송업무 전담요원 확보노력 필요(예, 현재
호보직 직원 중 호송전담인력, 가칭 “외부보호직”관리)
- 호송전담인력 확충관련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복무기관을 교정기관 영역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현재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

lawNotice/lawNoticeInfo?ogLmPpSeq=52171&mappingLbicId=0&announ
ceType=TYPE5&pageIndex=2&rowId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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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문의와의 협업을 통한 치료감호 수준 향상 목표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치료감호법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법을 개발하는데도 충분히 의사들이 목소
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실무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데.. 물어는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응답자
E)

▸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용(타 모범적 사례, 예, 국립정신병원 경영자, 정신질
환 치료관련 자문위원 확보, 적극 활용)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예시)성범죄 환자분들이 이제 성충동 억제
약물을 맞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처음
으로 안 맞겠다고 버티시는 분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희한테 어
떤 수감된 분이 아니라 그 입장이 모호하더라고요 그런 법체계가 되게 복잡
한데.. 여기는 조언을 구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니까 저희는 그..
공무원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구할 시스템이 여기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인데..” (응답자 D)

▸ 정신과전문의와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여기가 아시겠지만 좋은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의사
가 여기를 사실 왜 들어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
고..”(응답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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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R(환자의무기록)시스템 업데이트와 안정화(차팅 시간 단축, 효율화)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시스템이 보안이 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
는 시간이 한 시간인 거랑 시스템이 빨라지면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고,
그 30분 동안은 환자분들과 같이 환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너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시간 그런 부분은 보안이 되겠지만 기본
적으로 인력이 사실은 없는 거죠.”“가장 가깝게는 5개 국립병원 시스템만
해도 굉장히 여기보다 훨씬 잘 돼있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가 환
자들 예를 들면 언제 그 호실을 들어갔는지 거기 들어가면 쫙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거 좀 해 주세요 했
더니 안 된다고, 싼 거로 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쓰는 프로그램인
데 불편한 게 많죠.” (응답자 F)
“EMR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의무기록.. 그게 너무 다운이 많이 되어가지
고.. (시스템에 대한) 평가서가 오긴 했는데 그냥 보통이라고 맨 마지막에
기록했는데 다운이 너무 많이 되고요”“할 일은 많은데 그게 다운이 돼서
일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응답자 C)
“빨리 처음 넣으려면 다다다다 바뀌어야 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하나..
둘.. 어떨 때는 하..나...... 두울..... 셋... 하고 클릭하고 나면 화면이 바뀌는 거
예요... 그니까 그 시간에 처방 한 열 명 넣을 것을 두 명 넣고 있는 거죠..
그니까 답답해요..”(응답자 A)

(6) 구성원 간 신뢰, 의사소통의 문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기회의 부족
▸ 소진의 증상과 관련하여, 의료진 구성원들끼리 신뢰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감
정적인 피로와 개인화의 수준이 낮아지고 더욱 강화된 협조행동이 가능함을
보였음. 그러나, 서로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빈도와 동료 간 신뢰 및 협조행동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서로의 경계선이 모호할수록 신
뢰와 협조의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해석됨(Johnson et al., 2013).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치료처우과에서 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전혀 법무부 치료감호소 내에
있는 누군가가 직접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응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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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 아래의 <표 16>에서는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들의 다수가 상급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약 50% 정도의 응답자들이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받아들
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직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차원 상급자
의 조언이나 지도는 65% 정도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이라고 보고함.
▸ 추가로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상급자의 피드백과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
으로 직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조언을 위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
반적으로 상급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 만족도에 있어서 직무영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래의 <표 17>에서는 상급자와의 의사소통의
만족도 및 피드백의 만족도 대한 각 직무영역별로 평균을 보여주고 있음. 전
체적으로 의사소통 및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직무
영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간호직렬의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정신과 전문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
히,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상급자나 동료가 알아주는가’
에 대한 응답으로 정신과 의사가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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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질문
상급자가 귀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
까?
상급자가 귀하의 직무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도, 조언을 해주십니
까?
어떤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상
급자와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상급자나 동료들이 알아준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3.2)

10(26.3)

15(39.5)

8(21.1)

-

8(21.1)

11(28.9)

15(39.5)

4(10.5)

-

5(13.2)

8(21.1)

16(42.1)

8(21.1)

1(2.6)

6(15.8)

13(34.2)

12(31.6)

6(15.8)

1(2.6)

4(10.5)

8(21.1)

23(60.5)

3(7.9)

-

<표 17>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 만족도에 대한 직무영역별 인식차이 비교
질문

정신과
의사

간호
(병동)

기타

χ2

p

1.33

.514

2.6(0.9) 2.3(0.8)

1.10

.578

3.1(0.9) 2.5(0.8)

3.14

.208

2.7(0.9) 2.5(1.0)

0.931

.628

3.0(0.7) 2.4(0.7)

6.53

.038

상급자가 귀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
2.4(1.1) 2.9(0.9) 2.5(0.9)
을 갖고 있습니까?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개
2.1(1.2)
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급자가 귀하의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
2.4(1.5)
기 위해 지도, 조언을 해주십니까?
어떤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상급
자와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2.3(1.5)
있습니까?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를 상급자나 동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 2.3(1.0)
하십니까?
* Kruskal-Wallis Test를 통하여 그룹 간 비교를

수행

▸ 아래의 <표 18>에서는 동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만족도 및 업무환경에 관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동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비공식적은 의사소
통은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직
원 간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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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치료감호소 내의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묻는 질문
에 대해서는 약 53%의 응답자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함.
▸ 이러한 결과는 같은 부서 내 직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
으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18> 의사소통 만족도, 수평적 의사소통, 업무환경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료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정확
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까?

1(2.6)

6(15.8)

18(47.4)

11(28.9)

-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비공식적 의
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6)

11(28.9)

13(34.2)

9(23.7)

4(10.5)

치료감호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유
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21.1)

9(23.7)

15(39.5)

5(13.2)

1(2.6)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분위기
체계가 조성되어 있는가?

11(28.9)

16(42.1)

10(26.3)

1(2.6)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귀하가
제때에 제대로 받고 있으십니까?

4(10.5)

3(7.9)

23(60.5)

8(21.1)

-

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보고사
항이 명확하고 간결합니까?

3(7.9)

6(15.8)

18(47.4)

11(28.9)

-

▸ 아래 <표 19>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정신과 의사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정신과 의사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치료
감호소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이 의사
와 기타 직무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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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의사소통 만족도, 수평적 의사소통, 업무환경에 대한 직무영역별 인식차이 비교
질문

정신과
의사

간호

기타

χ2

p

동료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2.7(1.0) 3.4(0.8) 3.1(0.8)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59

.27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비공식적 의사소
3.4(1.0) 2.9(1.1) 3.3(0.9)
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96

.38

치료감호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
적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유롭게 이루 2.7(1.3) 2.5(1.1) 2.5(0.9)
어지고 있습니까?

.16

.93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분위기 체계가 1.6(0.8) 2.2(0.9) 2.1(0.7)
조성되어 있는가?

2.71

.26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귀하가 제때
2.1(1.2) 3.2(0.4) 2.9(0.9)
에 제대로 받고 있으십니까?

5.27

.07

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보고사항이
2.6(1.0) 3.1(0.8) 3.1(0.9)
명확하고 간결합니까?

1.85

.40

▸ 아래의 <표 20>은 부서 간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에 대한 응답으로, 과반수가
넘는 약 66%의 응답자가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함.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중,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각자 본인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책임 회피”,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
람이 하는 일은 쉽다고 생각” 등으로 부서 간에 상대부서의 업무파악 및 의
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정신과 의사의 경
우 간호 등의 다른 직렬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반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63%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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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부서 간 의사소통 및 부서 간 역할의 명확성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부서 간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18.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47.4) 10(26.3)

3(7.9)

-

14(36.8) 18(47.4)

5(13.2)

1(2.6)

▸ 아래의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교육 및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
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 혹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준 업무절차 및 매뉴얼과 문서의 보고형식의 통일성은 대부분 응답자가 인
식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 표준 업무절차 및 매뉴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n=3, 7.9%), 문서 보고양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
남(n=11, 28.9%).
<표 21> 업무수행관련 교육 및 정보전달, 표준 업무 절차 매뉴얼, 보고형식
질문

예

아니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19(50.0)

19(50.0)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습
니까?

20(52.6)

18(47.4)

표준 업무절차 및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35(92.1)

3(7.9)

문서의 보고형식이 각 부서별로 통일되어있습니까?

27(71.1)

11(28.9)

▸ <표 22>와 같이, 인사이동 및 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응답으
로 약 77%의 응답자는 보통이상이라고 하였음. 하지만,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직무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정신과 의사집단(M=2.14, SD=0.90)이 간
호직무(M=3.15, SD=0.93) 또는 다른 직무집단(M=3.36, SD=0.92)들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부서 간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균 2.6(SD=0.8)으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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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인수인계 및 부서 간 회의에 대한 만족도
질문
인사이동 혹은 이직에 따른 업무 인
수인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부서 간 함께하는 회의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9)

6(15.8)

17(44.7)

11(28.9)

1(2.6)

4(10.5)

13(34.2)

17(44.7)

4(10.5)

-

▸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현재하는 업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불필
요한 보고서의 작성, 형식적인 회의, 중복된 일의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0>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유무

(7) 기타 :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배당과 직원보호 기능 강화
▸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의 대상자인 정신질환만 가진 대상들과 비교하
여 치료감호대상자들은 범죄행위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는 공격성 또는 충
동성 조절의 문제를 동반하는 특수한 사례임.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가하는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에
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van Leeuwen
& Harte, 2017; Baby, Glue, & Carly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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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폭력성은 의료 연구에서 자주 보고되는 심각한 문제로, 물리적 공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지각된 폭력의 위험조차도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Miranda et al., 2011). 이는 결
국 치료의 질이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함(Arnetz & Arnetz, 2001). 치료감
호소와 같은 법정신의학 대상자를 케어하는 간호사들 중에는 환자의 공격성,
특히

간호사들에

대한

환자의

신체적

공격이

감정적

소모(emotional

exhaustion)와 타인에 대해 분리된 태도를 취하게 되는(depersonalization)
것과 같은 소진증상을 보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de Looff
et al., 2018). 이는 (신체적)공격을 경험하는 의료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Wikman, 2014). 이러한 ‘유능
한 조직(well-functioning organization)’은 치료의 질을 보장하고 정신병원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함(Bowers, 2014; NASMHPD, 2006; Wale et
al., 2011).
▸ 즉, 직원보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 파악 및 대응, 의료서비스 제
공자들의 인권/노동권/안전위협으로부터의 직원보호기능 강화가 필요함. 구체
적으로, 치료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환경 개선(정
신건강 전문가의 안전)에 대한 고려 필요함. 예컨대, 공격적·폭력적인 환자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직원 보호를 위한 프로토
콜 강화가 필요함.
▸ 최근 서울대학병원은 2019년 1월 4일 “(故)임세원교수의 참변으로 대두된 의
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압장치(방검조끼와 삼단봉, 전기충격기)
를 착용한 원내 폴리스를 배치”하여 진료실 폭행사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
기로 함(참고:https://news.v.daum.net/v/20190104140628190?f=m).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여기는) 민간병원에 있는 정신과 환자들 보다는 공격성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똑같은 60명을 봐도 심적인 부담이 과도하죠”(응답자
C)
“저희 환자들은 일반병원 환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격성이라든가 증
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병원 환자 한 다섯, 여섯 명이 한 사람이 아마 다
섯, 여섯 명 몫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증상도 심하고 위험하고”(응답자 F)

- 53 -

“(환자의 폭력으로부터) 각자 알아서 보호하죠.. 실은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대상자 거기다 범죄자.. 특히 간호사 보호사들은.. 정말 필요해요.”
(응답자 A)
“안에서 내부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외부 나갔을 때 이제 이 조직이 어떻게
보호를 해주던지 아니면 뭔가 행정적인 프로시저가 있어서 그 절차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없어서..”(응답자 D)
“저희는 쉴 새 없이 인권위원회에 지금 제소되는데.. (환자가) 천 명이 넘게
수용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간호사 혼자서 막 속상해하면서 쓰고.. 전공의
혼자서 속상해 하면서 쓰고.. 그거 누구 하나 확인 안 해주고.. 감호과가 담
당인데 감호과에서는 빨리 답변서 달라고 하고..” (응답자 A)
“(다른 교정시설에는) 교도관이 처음부터 혼자 대응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
게 하냐고 그러니까 교정을 담당하는 국이 있데요 교정국이 있거든요. 법무
부에 교정국에 그.. 예를 들면 교도관 인권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교도권 인
권 담당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교도관 인권 담당자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답변서를 써요..”(응답자 A)

▸ 이 밖에도 치료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복합질환 대상자들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됨.
<인터뷰 내용 발췌 예시>
“환자 분포를 보면 이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60대 이
상, 70세 이상도 20여 명 되고요, 60대 이상도 상당수.. 노인 병동은 따로
없고요 일반병동에 노인들이 다 다 분포 이제 다 분산이 돼 있는 형태인데
각 병동마다 노인 환자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15년까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안 모셔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저희
는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노인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내과나 외과 신체적인 그런 걸 다 동반하고요. 그 다
음 암환자도 몇 분계시고 또 거동이 안 되는 환자, 굉장히 중증 정신과 환
자들은 위생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
로 면담도 하고 환자들 면담도 했는데.. 이젠 담당간호사 형태로 그렇게 하
다가 보니까 너무 간호사 로딩이 많은 거예요.” (응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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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의학시설 개선관련 과제
1. 조직발전을 위한 단기적 과제 (2019-2023)
“법정신의학 전문가 중심의 국립법무병원 모델로의 발전”
순위

분류

1

조직

2

직무

3

채용

4

5

연구

봉급 및
인센티
브

§
§

항
목
업무지휘체계<하향→상향전환>.
지도→지원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
부장보직, 과장보직 순환제 도입
명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젼 확립, 공유
보직순환 필요(1년)
행정간소화, 결재라인단축
정확한 업무분장
시스템 개편 (공정, 투명, 병렬구조 필요)
정신과전문의 유인정책(다양한 메리트 제공)
채용 후 관리
공중보건의 활용, 타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진 및 과
다한 업무분장에 유익하게 활용
병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 충족 및 유지
수련병원 인증 유지를 위한 지원 (병원협회심사,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심사)
환자 수 대비 전문의 정원 확보
간호과장 업무과중에 따른 인력지원 필요

§

국내 학회에 이어 해외 학회 및 연수 지원

§

의사연수 평점 유지 지원

§
§
§
§
§

연구, 논문관련 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의 의사직군 급여에 80%까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보직수당 체계화
인센티브를 현금방식이 아닌 대안적 방법으로 지급
(예, 일정기간 유급휴가, 여행경비지원 등)
병원에서 소비자(재소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식전환
교육
조직문화 형성 및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예, 전 부서원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시행
현안
사건발생시 지원팀(내.외부)
자문위원단 구성 (수시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구조)
현안
기관 내 직원평가시스템 개선 필요 (건수 기준)

§
§
§
§
§
§
§
§
§
§
§
§
§
§

§
6

교육

7

자문

8

평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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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2019-2028]
“체계적, 공정, 투명, 순환, 그리고 살아있는 조직으로의 발전”
순위

분류

1

조직

2

직무

3

채용

4

연구

5
6
7

봉급
교육
자문

8

평가

§
§

항
목
원장의 경영권 관련 책임과 권한 보호
의료부장의 급수 조정 제안(3급-> 4급

§
§

시스템 개편(교도관 시스템 개편: 내부 외부감호)
의료직은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시스템에 집중

§
§
§
§
§
§
§
§
§
§

시스템 개편(공정, 투명, 병렬구조 필요)
직제개편
자생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며 본부는 지원의 개념
예산 및 인력조정으로 유연한 운영 가능
전문의 보직(과장) 순환필요(1년)
행정에 대한 감, 갑작스런 공백 시 대처 용이
업무량 축소 또는 전문의 채용 확대
의사 총 정원 확보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용하여 조직 활성화
법정신의학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병원 위상
제고 연구업적 필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중심의 연구를 통해 정책 결정에 이바지
본인의 일 100% 중 10-15%는 연구 기회 자기개발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제 위상 제고
사회복귀, 재활연구소 개설(안)
연구소 내지는 외부 MOU를 통해 연구역량개발, 강화
연봉 인상
업무연수를 통한 해외 유사기관 벤치마킹
자문위원단 구성 (수시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구조)
상향, 하향, 동료 평가 등 다면평가를 시행하여 조직
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병원의
분리하여 운영(예산, 봉급에 대한 자율적 경영권)
(참고: 2010년 3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
앙의료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로 투자결정 및 운영자율권을 보장받음)
조직정비: 감호(법무부)와 의료(보건복지부) 분리, 협업
병원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살아있는 조직으로의 변화 (타 기관과의 MOU,
리더십, 직원들 자부심 제고)

§
§
§
§
§
§
§
§
§
§
§
§

9

이미지
(대외평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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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기타
§

노인병동, 복합질환자 병동 신설
국립병원, 지역정신건강시스템과의 연계
(치료감호법 15년 기한이 끝난 후 시설로 연계해야하
지만 본인, 보호자 동의 구하기 힘듦, 특히 1호 환자정신장애심신상실)
개정-범법행위와 대상자들의 위험수준에 따른 치료감
호수준 차등화 정책 모색

3. 기타 법의학시설 개선 시 고려사항
1) 욕구에 대한 정의(define the need)
▸ 치료감호소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정의
▸ 피치료감호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임상적/법적 이슈에 대한 탐색
▸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소에 머무르는 기간에 대한 연구
▸ 피치료감호자가 주로 진단받는 정신질환과 회복에 관한 연구
▸ 피치료감호자의 성별, 연령, 위험수준 및 증상의 경도에 따른 차등정책
예, HCR-20 등 임상적 위험평가도구 이용한 대상자의 위험수준(low/mediu
m/high) 사정

2) 치료감호소의 목적, 역할과 입장
▸ 법정신의학서비스, 일반적 정신서비스, 그리고 감호시설로의 전반적인 기관으
로서 치료감호소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확립
▸ Kennedy(2008)의 물리적, 관계적, 절차적 보안의 3가지 측면에서 진단
- 관계적 보안(양적 측면: 직원-환자 비율, 질적 측면: 치료적 관계의 형성 수준)
- 특히, 관계적 측면에서 책임의 연속성(continuity of responsibility)은 보호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만큼 중요한 것으로서 보안의 수준 간의 개인의 안
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옵션 고려
▸ 각 보안수준에서 피치료감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단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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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관과 정신과 의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 병원으로서의 인증에 필요한 최소 요구조건과
▸ 의료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커리어개발 관련 지원 범위 확충

4. 현재의 가능성, 옵션 탐색
▸ 새로운 법무병원 시설 또는 시설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와 전략
/ 현재 개선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 피치료감호자를 돌보는 측면에서 현재 법무병원이 치료와 보안(security)에
있어서 균형 도모 전략
▸ 새로운 치료감호소를 세우지 않고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모색
▸ 새로운 법무병원을 세워야 할 경우, 위치(location)에 대한 선택권은 무엇이
있는가?

5. 법적 이슈
▸ 국가정책, 국제정책
▸ 재정정책(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적 측면)
▸ 환자의 권리/옹호 고려

6. 기능적 측면
▸ 설계와 관련 내용의 질적인 측면
▸ 어떻게 다른 욕구들에 대해서 제시가 되는가?
▸ 어떠한 서비스들이 외부 혹은 주변 시설이나 서비스에 연계 가능한가?

7. 성장과 변화
▸ 현재의 시설 혹은 변화되는 것들이 오랫동안 활용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이
슈들은 무엇인가?
▸ 인구사회학적 고려에 따른 전략 다각화(예, 고령화, 생애주기별 측면)
▸ 탈시설화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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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립법무병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후 연구과제(예시)
▸ 물리적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physical environment)(예, 정신병원으로서의
치료의 질과 효과성을 행상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관련 세계적 트렌드)
▸ 전체 조직의 부서단위, 개인단위 업무분장 및 결재라인 간소화 관련 연구(행
정직무분석, 각 직무별 필요역량 도출, 행정체계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환자치료와 케어에 관한 연구(care & treatment, care planning)
▸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직업재활/사회적응 관련 연구
(promotion and maintaining life/social skills)
▸ 정신건강 외 신체적 건강 관련 욕구와 케어 수준 연구(health needs)
예) 신체적 건강 및 재활 (physical health care and rehabilitation), 주기
적인 건강검진(routine health check-up), 흡연(smoking), 체중유지 및 운동
(weight & exercise), 단주 절주 지원(support with alcohol and/or drug is
sues), 가족(보호자) 및 면회요청자 방문 관련(family, carers and visiting)
▸ 환자의 권리와 제한(감호)에 관한 연구(rights & restrictions)
▸ 늘어가는 재소인구, 퇴소자 시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모형구축 연구
▸ 정신질환 관련 범죄예방정책국 내 소속기관 간 네트워크(forensic network)
▸ 범죄유형 및 형벌, 위험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등관련 연구
▸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특히 미성년자
▸ 환자들 간 동료지지 vs. 모방범죄습득 관련 연구
(peer support vs.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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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
의 목표로 퇴원 후 정신질환의 재발 및 재범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
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및 중독문제를 동반하는 재소자들을 위
한 치료와 재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범법자에 대한 처벌위
주의 형벌적 접근에서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요하는 피치료감호자로서 재
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회복패러다임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치료감호소
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특수한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법무병원은 일반적으로 다루기 어
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고비용 소규모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상황에서는 정신과적 치료서비스 및 사회복귀에 대
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어서
현재의 피료감호자의 수와 정신건강전문 직원의 수를 고려할 때에 현실적인
제약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법무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조직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학제/다분야

간

협력

(multi-disciplinary teamwork),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분야팀은 피치료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석방(퇴원)과 동시에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연
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패
러다임에서 다학제적 접근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계
가 균형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하며 모든 부서 및 부처 간 협력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와 감호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립법무병원 내에서는 피
치료감호자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피치료감호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의학 정신의학자들이 요구되며, 이들이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을 수
행함으로써 전문가로서 환자의 이익과 치료결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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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릴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즉, 법의학 정신과의사는 치료감호
소라는 특수한 교정시설 내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
해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돕는 다각의 지원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공될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사례에 근거하여 국내 치료감호서의 핵심기능인
정신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조직으로서의 안정화, 기능강화 및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특히 현재 종사자들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
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위험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회복패러
다임에 근거한 발전을 거듭한다면, 본 국립법무병원의 가장 큰 목표인 피치료
감호자의 성공적인 치료 및 재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려
운 환경에서 공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조직의 모든 구성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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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직무만족, 업무환경 조사결과
1. 설문조사결과

1) 온라인 설문방법
▸ 대상자 선정: 치료감호소 전체 인원 중에서 부서와 직급을 고려하여 무작
위 추출을 통한 그리고 자발적 연구참여에 동의한 43명을 대상으로 업무
분장 및 의사소통, 부서 간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 업무수행(사례관리), 조
직관리, 업무수행(의사영역)의 총 5가지 항목을 익명으로 조사, 분석함.
▸ 조사 시기: 2018. 12. 02 ~ 2018. 12. 04(3일간)
▸ Surveymonkey.com 활용, 총 43부 배포, 38부 회수(회수율 88.4%)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영역별로 설문조사 참여자의 응답을 정리함.
추가적으로 직무영역별로 각 영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신과, 간
호, 기타 직무의 세 집단으로 구분을 한 후, 조사 설문영역별로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함. 본 연구에서는 집단 비교를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표본 수의
제한을 고려하여 비모수 통계기법(Non-parametric statistics)인 Man
Whitney U test와 Kruskal-Wallis test 활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
함.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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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N = 38)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직급

부서

근무년수

남성
여성
39세 이하
40세~49세 이하
5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전문대학, 4년제 대학)
석사재학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레지던트
정신과관련 부서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감정과)
비정신과부서
5년 미만
5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n
20
18
6
16
16
5
19
14
5
4
6
14
6
2

%
52.6
47.4
15.8
42.1
42.1
13.2
50.0
36.8
13.2
10.5
15.8
36.8
15.8
5.3

11

28.9

27
8
7
23

71.1
21.1
18.4
60.5

3) 업무 분장 및 의사소통 수준
(1) 조직의 핵심가치와 조직구성
▸ 아래의 <표 2>에서는 조직의 목적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조직의 비전
과 핵심가치와 현재 조직의 편제,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이 적절한지에 대
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치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응답으로 71%
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들 중 다수는 치
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와 재활(n=9; 23.7%)이라고
응답하였음.
▸ 하지만, 과반수의 응답자가 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조
직의 편제,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인력구성의 적절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약 92%가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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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치료감호소 비전, 핵심가치, 목적,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
질문
치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은 명확히 설
정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공
유되고 있습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
려했을 때 현재의 조직구성 편제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
려했을 때 인력 구성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
려했을 때 업무분담은 명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5.8)

5(13.2)

16(42.1)

9(23.7)

2(5.3)

10(26.3)

17(44.7)

7(18.4)

1(2.6)

3(7.9)

13(34.2)

22(57.9)

3(7.9)

-

-

12(31.6)

15(39.5)

8(21.1)

3(7.9)

-

▸ <표 3>은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감정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정신
과, 사회정신과, 감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보다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표 3> 치료감호소 비전, 핵심가치, 목적, 조직구성에 대한 부서 간 인식차이 비교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다른
부서

치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
2.9(0.9) 2.9(1.2)
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습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2.1(1.3) 2.3(1.1)
현재의 조직구성 편제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1.5(0.7) 1.8(0.6)
인력 구성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1.8(1.0) 2.1(0.9)
업무분담은 명확합니까?
Not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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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

-.017

1.00

-.872

.43

-1.138

.24

-.514

.29

(2) 팀 간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 과정
▸ 아래의 <표 4>에서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팀 간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적
으로 살펴볼 때 과반수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팀 간 역할 및 책임, 업
무분장,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업무협조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재의 팀 간 업무분장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약 71%가 업무분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숨김없이 원활한 대화를 나누고 있
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약 63%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하여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업무분장, 업무과정 및 절차, 의사결정 과정
질문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
이 적절합니까?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
이 명확합니까?
치료감호소 내 각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는 효율적입니까?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은 신속, 정확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 간에 숨김없고 원활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
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28.9) 16(42.1) 10(26.3)

1(2.6)

-

10(26.3) 11(28.9) 15(39.5)

2(5.3)

-

11(28.9) 12(31.6) 12(31.6)

3(7.9)

-

10(26.3) 11(28.9) 13(34.2)

4(10.5)

-

12(31.6) 12(31.6) 11(28.9)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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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 아래의 <표 5>에서는 치료감호소의 조직 목적, 비전, 핵심가치와 조직구성
에 대한 부서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신과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 업무과정 및
절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간호 병동 등의 다른 부서와 비
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업무분장, 업무과정 및 절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부서 간 인식차이 비교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이 적절합
니까?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이 명확합
니까?
치료감호소 내 각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 및 절
차는 효율적입니까?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 간에 숨김없고 원활한 대화를 나
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Note. Mann-Whitney U test

다른
부서

Z

p

1.9(0.8) 2.1(0.8) -.514

.634

1.8(0.8) 2.4(0.9) -1.853

.082

1.7(0.9) 2.4(1.0) -1.853

.076

1.9(0.8) 2.4(1.0) -1.496

.159

2.1(0.9) 2.1(0.9) -.185

.874

▸ 아래의 <표 6>에서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인사관리, 인재육성 과정과 슈퍼
비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인사관리, 인재육성 및 직원지도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63%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함. 또한, 치료감호소의 비전 및 가치 실현
을 위한 조직 내부에서 인재가 적절하게 육성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71%
로 나타났으며, 상급자들이 직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약 61%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적절한 인사관리
제도의 도입과 인재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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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사관리, 인재육성, 슈퍼비전(1)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치료감호소의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
10(26.3) 10(26.3) 13(36.8)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 및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인재가 적절하 12(31.6) 15(39.5) 8(21.1)
게 육성되고 있습니까?
관리자들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 할
13(36.8) 9(23.7) 15(39.5)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
니까?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0.5)

-

3(7.9)

-

1(2.6)

-

▸ 아래의 <표 7>은 정신과 관련 부서와 다른 부서와의 인사관리, 인재육성
및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치료감호소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신과 의사의
점수가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인사관리, 인재육성, 슈퍼비전(2)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다른
부서

Z

치료감호소의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0.9) 2.4(1.0) -1.213
고 생각하십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 및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
1.8(0.9) 2.1(0.9) -.934
내부에서 인재가 적절하게 육성되고 있습니까?
관리자들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2.0(0.9) 2.1(0.9) -.427
지원하고 있습니까?
Not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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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51
.390
.704

▸ 아래의 <표 8>에서는 직원의 전문성 및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약 89%의 응답자가 담당업무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
다고 응답을 했지만,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8> 직원의 전문성 및 기회의 충분성
질문
조직구성원들은 담당 업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충
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
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3)

2(5.3)

20(52.6)

11(28.9)

3(7.9)

5(13.2)

18(47.4)

12(31.6)

3(7.9)

-

▸ <표 9>는 직원의 전문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지에
대해 부서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고 있지만, 정신과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응답자들보다 정신과가
아닌 타부서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이 전문성과 자신에 역량에 대해서 상대
적으로 긍정적인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성 발휘를 위한 기회제공의
측면에서는 부서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직원의 전문성 및 기회에 대한 부서 간 인식 차이
정신과
관련
부서

질문

다른
부서

조직구성원들은 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전문성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 3.0(1.0) 3.4(0.8)
습니까?
조직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2.4(0.9) 2.3(0.8)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까?
Not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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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

-1.449

.190

-.156

.899

4)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만족도 수준
▸ 아래의 <표 10>에서는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수준
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들의 다수가 상급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약 50% 정도의 응답자들이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받
아들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직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차원
상급자의 조언이나 지도는 65% 정도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이라고 보고함.
▸ 추가로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상급자의 피드백과 인
정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
는 전체적으로 직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조언을 위주로는 이루어지
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급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개별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상급자와의 소통에의 어려움이 자주 발
생했던 특정 의사의 이름이 여러 인터뷰대상자에게서 반복적으로 거론되
었음.

<표 10>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질문
상급자가 귀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
까?
상급자가 귀하의 직무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도, 조언을 해주십니
까?
어떤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상
급자와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상급자나 동료들이 알아준다
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3.2)

10(26.3)

15(39.5)

8(21.1)

-

8(21.1)

11(28.9)

15(39.5)

4(10.5)

-

5(13.2)

8(21.1)

16(42.1)

8(21.1)

1(2.6)

6(15.8)

13(34.2)

12(31.6)

6(15.8)

1(2.6)

4(10.5)

8(21.1)

23(60.5)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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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 만족도에 있어서 직무영역별로 약간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래의 <표 11>에서는 상급자와의 의사소
통의 만족도 및 피드백의 만족도 대한 각 직무영역별로 평균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및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
났으나, 직무영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간호직렬의 응답
자들과 비교하여 정신과 전문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상급자나
동료가 알아주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정신과 의사가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
을 보여주고 있음.
<표 11> 상급자와의 의사소통과 피드백 만족도에 대한 직무영역별 인식차이 비교
질문

정신과
의사

간호
(병동)

기타

χ2

p

1.33

.514

2.6(0.9) 2.3(0.8)

1.10

.578

3.1(0.9) 2.5(0.8)

3.14

.208

2.7(0.9) 2.5(1.0)

0.931

.628

3.0(0.7) 2.4(0.7)

6.53

.038

상급자가 귀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
2.4(1.1) 2.9(0.9) 2.5(0.9)
을 갖고 있습니까?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개
2.1(1.2)
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급자가 귀하의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
2.4(1.5)
기 위해 지도, 조언을 해주십니까?
어떤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상급
자와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2.3(1.5)
있습니까?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를 상급자나 동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 2.3(1.0)
하십니까?
* Kruskal-Wallis Test를 통하여 그룹 간 비교를

수행

▸ 아래의 <표 12>에서는 동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만족도 및 업무환경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동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비공식적은
의사소통은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직원 간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하지만, 치료감호소 내의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53%의 응답자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함.
▸ 이러한 결과는 같은 부서 내 직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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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의사소통 만족도, 수평적 의사소통, 업무환경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료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정확
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
까?

1(2.6)

6(15.8)

18(47.4)

11(28.9)

-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비공식적 의
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6)

11(28.9)

13(34.2)

9(23.7)

4(10.5)

치료감호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유
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21.1)

9(23.7)

15(39.5)

5(13.2)

1(2.6)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분위기
체계가 조성되어 있는가?

11(28.9)

16(42.1)

10(26.3)

1(2.6)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귀하가
제때에 제대로 받고 있으십니까?

4(10.5)

3(7.9)

23(60.5)

8(21.1)

-

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보고사
항이 명확하고 간결합니까?

3(7.9)

6(15.8)

18(47.4)

11(28.9)

-

▸ 아래 <표 13>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
만, 전반적으로 정신과 의사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직무수행
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정신과 의사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남. 반면,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
다고 응답이 의사와 기타 직무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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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의사소통 만족도, 수평적 의사소통, 업무환경에 대한 직무영역별 인식차이 비교
질문

정신과
의사

간호

기타

χ2

p

동료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2.7(1.0) 3.4(0.8) 3.1(0.8)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59

.27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비공식적 의사소
3.4(1.0) 2.9(1.1) 3.3(0.9)
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96

.38

치료감호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
적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유롭게 이루 2.7(1.3) 2.5(1.1) 2.5(0.9)
어지고 있습니까?

.16

.93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분위기 체계가 1.6(0.8) 2.2(0.9) 2.1(0.7)
조성되어 있는가?

2.71

.26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귀하가 제때
2.1(1.2) 3.2(0.4) 2.9(0.9)
에 제대로 받고 있으십니까?

5.27

.07

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보고사항이
2.6(1.0) 3.1(0.8) 3.1(0.9)
명확하고 간결합니까?

1.85

.40

▸ 아래의 <표 14>는 부서 간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에 대한 응답으로, 과반
수가 넘는 약 66%의 응답자가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잘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함.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중,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각자 본인입
장에서만 생각하고 책임 회피”,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
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쉽다고 생각” 등으로 부서 간에 상
대부서의 업무파악 및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정신과 의사의 경우 간호 등의 다른 직렬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부서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반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
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63%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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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부서 간 의사소통 및 부서 간 역할의 명확성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부서 간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18.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47.4) 10(26.3)

3(7.9)

-

14(36.8) 18(47.4)

5(13.2)

1(2.6)

▸ 아래의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
혹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준 업무절차 및 매뉴얼과 문서의 보고형식의 통일성은 대부분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 표준 업무절차 및 매뉴얼에 대
해서 모르고 있었으며(n=3, 7.9%), 문서 보고양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으로 나타남(n=11, 28.9%).
<표 15> 업무수행관련 교육 및 정보전달, 표준 업무 절차 매뉴얼, 보고형식
질문

예

아니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19(50.0)

19(50.0)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습
니까?

20(52.6)

18(47.4)

표준 업무절차 및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35(92.1)

3(7.9)

문서의 보고형식이 각 부서별로 통일되어있습니까?

27(71.1)

11(28.9)

▸ <표 16>과 같이, 인사이동 및 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응
답으로 약 77%의 응답자는 보통이상이라고 하였음. 하지만,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직무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정신과 의사집단(M=2.14,
SD=0.90)이 간호직무(M=3.15, SD=0.93) 또는 다른 직무집단(M=3.36,
SD=0.92)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고 응답하였음. 부서 간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균
2.6(SD=0.8)으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집단 간의 인식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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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인수인계 및 부서 간 회의에 대한 만족도
질문
인사이동 혹은 이직에 따른 업무 인
수인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부서 간 함께하는 회의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9)

6(15.8)

17(44.7)

11(28.9)

1(2.6)

4(10.5)

13(34.2)

17(44.7)

4(10.5)

-

▸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현재하는 업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보고서의 작성, 형식적인 회의, 중복된 일의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유무

5) 조직관리
▸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약 52%의 응답자가 현 치료감호소의 인사승진제도
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일정부분 업무실적과 성과중심의 제도
및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도 50% 정도로 나타났으나, 목
표 달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보상체계 및 보상수준이 미흡하다고
약 69%의 응답자가 이야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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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각 부서/부처 간의 상이한 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들과도
연결되어 약 40% 정도의 응답자가 다른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편견이 있
다고 응답하였음.
<표 17> 조직관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타당한 인사승진을 위해 합리적
인사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6(15.8)

14(36.8)

14(36.8)

4(10.5)

-

업무실적과 성과중심의 제도 및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3(7.9)

16(42.1)

14(36.8)

5(13.2)

-

목표 달성에 객관적, 명확한 보상체계
및 보상수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5(13.2)

21(55.3)

10(26.3)

2(5.3)

-

상이한 부처의 업무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배제되어 있습니까?

5(13.2)

10(26.3)

20(52.6)

3(7.9)

-

질문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 간의 의사결정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의 빈도는 월 1회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1회가
36.8%로 나타남. 평균적인 회의시간과 관련해서 30%정도의 응답자는 경
험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26%의 응답자는 30분 이내의 회
의가 진행된다고 밝힘. 나머지는 10시간 이내의 회의가 주로 진행된다고
답하였음.

<그림 2> 부처 간의 의사결정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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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슈퍼비전
▸ <그림 3>에서는 현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슈퍼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음. 약 50%의 응답자가 현재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정기
적 실시가 34%, 정기적으로 실시 11%, 마지막으로 기타가 5%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직무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과의사 집단과 간호사 집단의 경우 과
반수 이상이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 않은 반면, 기타 직무영역의 집단들의
약 64%의 응답자가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현재 업무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유무

(1) 슈퍼비전 빈도와 유용성
▸ 아래의 <그림 4>는 개별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의 빈도에 관한 응답
임. 개별 슈퍼비전의 빈도에 대한 응답으로 월 1회가 5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1회와 2~3일에 한 번이 각 16%, 월 2~3회와 매
일이 각 5%로 나타남. 집단 슈퍼비전의 빈도의 경우에도 개별 슈퍼비전과
유사하게 월 1회가 6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1회 21%, 매일 6%,
주 2~3일에 한 번과 월 2~3회가 각 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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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그림 4> 개별 슈퍼비전과 집단슈퍼비전의 빈도

▸ 아래의 <표 18>은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다수의 응답자
가 슈퍼비전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약 2/3의 응답자가 기관 내
슈퍼비전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74%)과 자신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69%)고 하였음.
▸ 하지만, 응답자들은 비교적 슈퍼비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음. 약 50% 정도의 응답자들은 기관이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슈퍼비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추가로 기관 외
부의 슈퍼비전 활동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으나,
기본적으로 외부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도움이 된다
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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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기관은 슈퍼비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3(7.9)

14(36.8)

13(34.2)

4(10.5)

1(2.6)

우리 기관은 내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7.9)

16(42.1)

13(34.2)

2(5.3)

1(2.6)

업무수행 관련하여, 나는 상사 또는
동료와 거리낌 없이 상의할 수 있다.

2(5.3)

5(13.2)

13(34.2)

11(28.9)

4(10.5)

기관 내 슈퍼비전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4(10.5)

6(15.8)

14(36.8)

11(28.9)

3(7.9)

기관 내 슈퍼비전은 ‘나’를 업무수행
전문가로 성장하게 한다.

6(15.8)

6(15.8)

15(39.5)

9(23.7)

2(5.3)

기관 내 슈퍼비전만으로는 업무수행
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2(5.3)

1(2.6)

19(50.0)

13(34.2)

3(7.9)

우리 기관은 외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26.3)

13(34.2)

12(31.6)

3(7.9)

-

외부로부터의 슈퍼비전을 통해 제공
된 조언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
움이 된다.

4(10.5)

6(15.8)

19(50.0)

8(21.1)

1(2.6)

▸ 다음의 <표 19>에서는 직무영역별로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보았음. 전반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세 영역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있어서는 정신과의사들은 다른 직무영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음. 반면, 다른 직무영역 집단과 비교하여 정신과의사 집
단이 생각하는 기관의 외부의 슈퍼비전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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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의사소통 만족도, 수평적 의사소통, 업무환경에 대한 직무영역별 인식차이 비교
질문

정신과
의사

간호

기타

χ2

p

우리 기관은 슈퍼비전 활동에 대한 중
2.4(1.4) 2.7(0.7) 2.6(0.9)
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0.921

.631

우리 기관은 내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
2.7(1.5) 2.4(0.5) 2.5(0.8)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214

.899

업무수행 관련하여, 나는 상사 또는 동
3.3(1.5) 3.1(0.9) 3.6(0.9)
료와 거리낌 없이 상의할 수 있다.

0.800

.670

기관 내 슈퍼비전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4.0(0.8) 2.5(1.0) 3.6(0.8) 12.471
해결에 도움이 된다.

.002

기관 내 슈퍼비전은 ‘나’를 업무수행
3.6(1.4) 2.4(0.9) 3.3(0.9)
전문가로 성장하게 한다.

8.573

.014

기관 내 슈퍼비전만으로는 업무수행에
3.3(1.1) 3.4(0.9) 3.4(0.8)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0.150

.928

우리 기관은 외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
1.4(0.5) 2.5(1.0) 2.3(0.8)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419

.040

외부로부터의 슈퍼비전을 통해 제공된
조언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 3.0(1.0) 2.8(1.0) 3.1(0.9)
다.

1.820

.403

7)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한 추가설문조사 결과
(1) 정신과 의사의 업무시간과 이상적 업무배분
▸ 다음의 결과는 정신과 의사들의 업무를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영역,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업무, 치료감호
소의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임.
▸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과 의사들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가 1순
위로 본인들의 가장 많은 업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다음
으로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공의 수련 관련 업무는 가장 적은 시
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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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업무 순위
1순위

2순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가중치
적용

순위

3

3

6

4

4

2

2

7

1

3

5

1

7

3

2

진료심의
진료기록 요청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3순위

1
2

전공의 수련

-

피치료감호자 치료

5

1

17

1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1

3

9

2

▸ <표 21>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업무
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당한 결과임. 1순위는 피치료감호자 치료로 실제로
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함. 하지만, 가장 많은 시
간을 할애해야할 업무로 2순위는 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로 나타남. 다음으로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전공의 수련, 정신감
정 위탁 및 평가, 진료기록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앞의 실제 업무시간
의 활용과 연관시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전공의 수련 업무임. 즉,
정신과 의사들은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인식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 순위
1순위

2순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3순위
2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3

진료심의

가중치
적용
2

순위
7

6

2

1

1

8

진료기록 요청

1

1

4

5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1

1

4

5

2

4

4

1

17

1

2

4

3

전공의 수련
피치료감호자 치료

1
5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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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는 정신과 의사들이 효율적인 의료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임. 1순위는 앞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시간과 이상적인 업무시간의 응답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전공의 수련으로 나타남. 즉, 정신과 의사들은 효율적인 의료조직(병
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다음으로 피치료감호자 치료, 치료프로그램 연
구개발,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효율적인 의료조
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정신감정 위탁
자 감정 및 평가는 현재로서 만족스러운, 즉,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남.

<표 22> 효율적인 의료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우선 고려사항
1순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2순위

순위

2

6

2

9

3

1

1

8

1

4

5

2

2

7

9

1

9

2

6

4

1
1

2

진료심의
진료기록 요청

가중치
적용

3순위

1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전공의 수련

3

피치료감호자 치료

1

3

의료행정 및 사무업무

1

1

1

▸ <그림 5>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루 평균 만나는 피치료감호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음. 약 43%의 정신과 의사가 하루 평균 보는 피치료감호자의
수와 관련하여 30~50명 정도라고 응답하였음. 반면, 정신과 의사들에게
하루 평균 만나야 하는 ‘이상적인’ 피치료감호자의 수는 10명 이하라는 의
견이 71%(n=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의료조직으로서 치료감호소의 치료기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와 피치료감호자의 비율을 조정해야
효율적인 의료조직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예를 들면, 현재 정신과 의사 1인당 약 170명 정도의 피치료감호자를 담
당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 환자에 대한 슈퍼비전을 포
함하면 185~190명의 피치료감호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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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루 평균 면담하는 피치료감호자 수

▸ 따라서,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의 비율을 정신병원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6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추가로 정신과 의사
들은 인력충원의 차원에서 전공의 수가 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
야기하였음(n=5, 71%).

8) 치료감호소 근무에 대한 만족도
▸ 치료감호소 근무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2.7(SD=0.76)로 나타났음.
▸ 치료감호소의 근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 낮은 급여, 의
료분쟁에 대한 고민(환자의 고소·고발), 병원이 아닌 시스템(의료중심이 아
닌 시스템), 행정업무 지원, 직급별 차별과 근무 분위기에 대한 의견이 있
었음.
▸ 직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예, 의료부장과
일반정신과장의 책임 회피, 전가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대우, 의
사들의 법무부 조직에 대한 신뢰관계 회복의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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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치료감호소 근무에 대한 만족도

9) 근무지로서 치료감호소 추천여부 및 이직에 대한 고려
▸ 현재 7명의 정신과 의사 중 86%가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
였음. 특히, 다수의 의사(n=6, 86%)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감호소
에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량(일반병원의 3~4배), 낮은 급여(절반 수준), 다른 부처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사에게 비협조적이거나 의사를 무시하는 본부와 직원의 태도),
병원이 아닌 시스템, 직급시스템(직급 차별) 등이 제기되었음. 특히, 다수
의 정신과 의사는 의료조직으로서 치료감호소에서는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의 인정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림 7> 치료감호소를 근무지로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추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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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온라인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치료감호소의 효율적인 의료조직 구성을 위한 연구’수행을 위한 목
적으로 진행되며 약 30분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목적만을 위해 활용 될 것이며 추후 익명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귀하의 정보는 절대 비밀보장 될 것입
니다. 설문 진행 중 어떠한 비용 혹은 물리적/정신적/신체적 위험이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참여를 원치 않으실 경우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연구원 : 손선주 교수 / 공동연구원 : 박현용 교수
연구에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다음페이지를 클릭하시어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온라인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3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의는 010-9317-7552 정지형 보조연구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
는 자료는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
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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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업무분장 및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해주시거나, 해당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조직구성 편제가 적절
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인력 구성은 적절합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고려했을 때 업무분담은 명확합니까?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이 적절합니까?
팀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업무분장이 명확합니까?
치료감호소 내 각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는 효율적입니까?
의사결정 및 의사전달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료감호소의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감호소의 비전 및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인재가 적절하게 육
성되고 있습니까?
관리자들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전달하고,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 간에 숨김없고 원활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
까?
조직구성원들은 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충분한 역
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까?
치료감호소의 존재 목적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공유되
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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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1
1
1
1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5
5
5
5
5
5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4-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만일 그렇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조직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
까?
상급자가 귀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상급자와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귀하가 제때에 제대로 받고 있으십니까?
동료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유롭게 이루지고 있습니까?
문서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보고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합니까?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분위기 체계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비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상급자나 동료들이 알아준다고 생
각하십니까?
상급자가 귀하의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 조언을 해주십니까?
치료감호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자유롭게 이
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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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다/매우 그렇다‘
추가 문항
2
3
4

5

1

2

3

4

5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Ⅱ. 다음은 부서 간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해주시거나, 해당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1-1
2
3

4

5
6
6-1

7

매우
그렇지
보통
매우
그렇지
그렇다
부서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않다
이다
그렇다
않다
1
2
3
4
5
만약 부서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문항
귀하가 속한 부서와 가장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서는 어느 부
서입니까?
귀하가 속한 부서와 가장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매우
그렇지
보통
매우
그렇지
그렇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않다
이다
그렇다
않다
1
2
3
4
5
예
아니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1
2
예
아니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습니까?
1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그렇지
보통
매우
인사이동 혹은 이직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그렇지
그렇다
않다
이다
그렇다
까?
않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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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준 업무절차 및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9

문서의 보고형식이 각 부서별로 통일되어있습니까?

10

11

12

예
1
예
1

각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문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 간 함께하는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하는 업무 중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12-1 만약 불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업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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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1

아니오
2
아니오
2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3

예
1

4
아니오
2

5

Ⅲ. 다음은 조직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해주시거나, 해당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당한 인사승진을 위해 합리적 인사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1

2

3

4

5

2

목표 달성에 객관적이며 명확한 보상체계 및 보상수준이 마련되어 있습니
까?

1

2

3

4

5

3

상이한 부처의 업무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배제되어 있습니까?

1

2

3

4

5

4

업무실적과 성과중심의 제도 및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1

2

3

4

5

5

통합부처의 의사결정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 및 회의가 얼마나 자
주 마련되고 있습니까?

6

통합부처의 의사결정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 및 회의의 1회 당 평
균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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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

2~3일에
1번
2

주 1회
3

월
2~3회
4

월 1회
5

Ⅳ. 다음은 업무수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해주시거나, 해당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업무수행에 대한 내부 슈퍼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까?

1-1

별도의 사례회의가 없는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피
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

귀하는 개별 슈퍼비전을 얼마나 자주 받으십니까?

1-3

개별 슈퍼비전의 1회 당 평균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4

1-5

필요에 따라
기타
정기적
없음
비정기적
(구체적으로
으로 실시
으로 실시
기입)
1
2
3
4
1-1이동
1-2~5이동
개별
일일
실무자
기타
직원회의
슈퍼비전
업무회의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용
시간이용
시간이용
검토
기입)
1
2
3
4
5
2~3일에
매일
주 1회
월 2~3회
월 1회
1번
1
2
3
4
5

매일
1
1

귀하는 집단 슈퍼비전을 얼마나 자주 받으십니까?

집단 슈퍼비전의 1회 당 평균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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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1번
2

주 1회

월 2~3회

월 1회

3

4

5

2

다음은 치료감호소의 업무수행관련 슈퍼비전 활동에 대
한 질문입니다.
다음문항(항목)들을 읽고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클
릭해주십시오.
1) 우리 기관은 슈퍼비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
고 있다.
2) 우리 기관은 내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3) 업무수행 관련하여, 나는 상사 또는 동료와 거리낌 없
전혀
이 상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4) 기관 내 슈퍼비전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5) 기관 내 슈퍼비전은 '나'를 업무수행 전문가로 성장하
게 한다.
6) 기관 내 슈퍼비전만으로는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7) 우리 기관은 외부 슈퍼비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8) 외부로부터의 슈퍼비전을 통해 제공된 조언은 효율적
1
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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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3

4

5

Ⅵ. 다음은 의사분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해주시거나, 해당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업무 중 귀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업무 3가지를 선정하신 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
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② 치료프로그램 연구 개발

③ 진료심의

④ 진료기록 요청

⑤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⑥ 전공의 수련

⑦ 피치료감호자 치료(상담, 집단 치료, 인지재활 치료 등)

⑧ 의료행정 등 사무업무

2. 다음의 업무 중 귀하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 3가지를 선정하신 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
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② 치료프로그램 연구 개발

③ 진료심의

④ 진료기록 요청

⑤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⑥ 전공의 수련

⑦ 피치료감호자 치료(상담, 집단 치료, 인지재활 치료 등)

⑧ 의료행정 등 사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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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업무 중 귀하가 치료감호소의 의료서비스 조직을 시급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업무 3
가지를 선정하신 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및 동태보고

② 치료프로그램 연구 개발

③ 진료심의

④ 진료기록 요청

⑤ 정신감정 위탁자 감정 및 평가

⑥ 전공의 수련

⑦ 피치료감호자 치료(상담, 집단 치료, 인지재활 치료 등)

⑧ 의료행정 등 사무업무

4. 귀하가 현재 하루에 평균적으로 만나는 피치료감호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5. 귀하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하루에 평균적으로 만나는 피치료감호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6. 귀하는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6-1이동) ② 만족하지 않는다(6-1이동)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6-2이동) ⑤ 매우 만족한다(6-2이동)

6-1. 치료감호소 근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2. 치료감호소 근무에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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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속한 부서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1 아니라면,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

8. 귀하는 이직을 한 번이라도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1. 이직을 고려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 귀하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본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1.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치료감호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현재보다 얼마나 더 인력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11. 인력확충 외에 정신과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의 어떤 구성요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할까요?

12. 귀하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정신보건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와 비교하여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경험하고 있
는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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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개별/집단 인터뷰지
안녕하십니까,
본‘치료감호소의 효율적인 의료조직 구성을 위한 연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
처우과에서 발주하여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귀하의 생각과 경험에 관
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인터뷰 전에 내용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시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에 대한 가치관]
1. 귀하가 치료감호소를 근무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치료감호소에 입사 후 연속적으로 근무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요?
3. 치료감호소의 조직원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4. 치료감호소의 조직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조직구조에 대한 견해]
1. 조직의 구조, 환경, 인간관계, 지원, 의사소통 등이 어떻게 되어야 효율적인 의료조
직이라 할 수 있을까요?
2. 의사로서 치료감호소 내에서 해야 하는 주된 역할과 보조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업무 및 업무환경]
1.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치료감호소가 도입하거나 강화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업무환경개선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도적 개선을 위한 의견]
1. 재범률 감소, 사후관리, 사회통합을 위해 치료감호소가 제도적·시스템적으로 개선되
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이직을 생각하신 적이 있거나 현재 생각하신다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병원)
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입니까?
[기관 비전]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비젼을 제시해주시고, 치료감
호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의 관점에서 그러한 방향과 비젼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기관
(병원) 한 곳을 추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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