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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019년도 기준으로 총 455개이며[1],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은 환자의 회복과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2].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기관에서 간호사 확보수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 그

러나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을 선진국(미

국은 정신과 병동 한 교대근무조당 간호사 대비 환자수 1:6, 일

본은 대학병원 이외의 기관에 대한 간호사 대비 입원 환자수 

1:4)과 비교 시[4,5],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를 보장하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6,7]. 국내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규칙 제11조 2항에서는 정신과 병동 입원 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간호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간호사

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을 50병상을 기준

으로 하였을 경우 간호사의 월 평균 근무 일수를 20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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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산출 시 각종 휴가나 교육, 행정 업무를 제외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에 1명의 간호사만 있으면 보조 인력과 함께 5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담당하여도 합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

로[8], 환자의 인권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간호사 확

보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

이다[9].

급성기의 정신질환자들은 환청이나 망상 증상 등으로 치료

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8],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

사는 환자들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에 자주 노출된다

[10].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간호업무

가 과중되어 격리 ․ 강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이 보고

되었다[8,11]. 즉, 정신질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인한 간호

사의 과중한 업무와 외상 경험이 많고 다양한 치료방식을 적용

해야 하므로 간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정신질환자

들의 재원기간과 재입원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준으로[12,13], 연간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시행율[14]과 정신

질환자들의 최면진정제 사용 실적이 증가[6] 추세인 것으로 보

아 이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처치와 약물치료의 원인

에 간호사 부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국정신간호학회지에 출판된 

총 183개의 논문을 본 연구팀에서 검토한 결과, 정신의료기관

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관련 연구는 단 한편도 없었다. 한국정신

간호학회지는 2008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된 우

수한 학술지로서 정신간호 관련 최근 경향을 반영함에도 불구

하고[15],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관련 연구는 전

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재원일수나 환자안

전, 환자결과, 간호에 대한 만족도 등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결

과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7,16,17], 정신간호학 전공자들

이 간호인력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악순

환의 반복이다. 즉, 간호사 확보수준이 정신과 입원 환자의 건

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

로 추후 연구를 통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 인력 확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간호인력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

터뷰를 시행하여 정신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을 재

정비하기 위한 연구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병원의 간호인력 연구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심도있게 탐색하여 향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관련 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 인력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

나 간호 인력 정책 개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정신병원 간호인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개발을 위

하여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COVID-19 감염병의 확

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을 활용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시행하고,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

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간호사로서 근

무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5년 이내 적정한 정신간호 

인력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신 간호업무 활동이나 

건강결과, 정신간호 질 평가지표 개발 등의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자들 또는 간호 인력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연구와 제

안서 개발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7명이다(Table 1). 

그 중 5명은 정신간호 영역에서 인력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자들이었고, 2명은 간호관리 

영역에서 간호 인력 관련 연구 활동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연

구자들이었다. 연구참여자 7명 중 4명은 현재 간호대학 교수

로 재직 중에 있고, 2명은 국공립 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1명

은 전문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던 경력을 가지

고 있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심

의위원회로부터 연구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1-4474-001).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는 대상자 선정과

정에서 일차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인터뷰 직전 참여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받음으로써 재확인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자

들은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비 보장, 익명성과 함께 원할 경

우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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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 진술의 녹음에 대해서는 인터

뷰 시작 전, 녹음 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임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할 때,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 시행에 앞서 연구팀은 연구참여자들과 사전에 전화, 

메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연구참여의 이익과 손해, 자

발적 참여, 비  보장과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초

점집단 인터뷰 참여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2022년 6월 28일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해당 주

제에 대한 7명의 전문가를 1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비대면 온라

인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는 연구참여자들에

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한 인터뷰 질문들은 연구자 2인이 구

성하였고, 질적연구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질적연구를 강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교수 1인으로부터 자

문을 받았다.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초

점집단 인터뷰 진행 시 중복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전

혀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자료가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판

단 하에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정신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인

력을 이해하는데 민감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질적연구

를 수행하며 질적 면담 진행과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역량을 고

취하기 위해 꾸준하게 질적연구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질적연

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 중 한 사람이 담당하였으며, 다른 연구

자는 진행 보조자로서 참여자의 구술 내용을 녹음하였다. 인터

뷰 진행자와 보조자는 참여자의 구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메

모하였으며, 인터뷰 말미에 메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연구자와 보조자가 디브리핑(debriefing)

을 통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주요 정보를 검토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이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

와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메일을 통한 개별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녹음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Focus Group Interview (N=7)

Participant
Age

(year)
Sex Professional status Main expert field

Research experience related to nursing 
workforce policy development

Participant 1 53 Female Professor Psychiatric nursing Performed a research of exploring the care 
experience of the psychiatric nurses to derive 
appropriate ratio of psychiatric nurse staffing.

Participant 2 48 Female Associate professor Psychiatric nursing Performed a research related to nurse staffing 
ratios and safety accidents in psychiatric 
hospital settings.

Participant 3 60 Female Professor Nursing 
administration 

Participated in research for policy development 
regarding nurse staffing as an expert of nursing 
administration field.

Participant 4 39 Female Assistant professor Psychiatric nursing Performed a research of psychiatric nurse 
staffing and health outcomes through big data 
analysis. 

Participant 5 52 Female Nurse administrator 
in national public 
hospital

Psychiatric nursing  Performed a research to develop the psychiatric 
in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to derive 
appropriate ratio of psychiatric nurse staffing.

Participant 6 35 Female Nurse administrator 
in national cental 
for mental health

Psychiatric nursing Conducted a research to develop nursing quality 
indicators for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articipant 7 63 Female (Previous)
Associate professor

Nursing 
administration 

As an expert of nursing administration field, 
participated in activities for legaliz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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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총 90분 정도의 분량이었으며, 인터뷰 내용의 전사는 

인터뷰 당시의 주요 정보와 생생한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인터

뷰 당일 시작하여 3일 이내에 완료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인터뷰 종료 후, 당일 컴퓨터에 전사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자료분석은 자료가 포화되어 자료수집

이 완료된 후 전사된 내용과 인터뷰 진행 중 작성된 메모를 사

용하여 이루어졌다. 전사된 인터뷰 내용은 A4용지로 총 34장

에 해당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은 근거이론이나 현상학과 같이 

특정한 철학적 배경을 지니지 않고 연구의 질문을 기본 축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18,19]. 이에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연

구의 질문을 중심으로 Elo와 Kyngas [20]가 제시한 귀납적 내

용 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의 과정인 자료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 개방코딩, 집단화, 범주화, 추상화의 단계로 다음

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주요 진술문 확인

전사된 참여자의 모든 진술과 메모를 읽고 원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거친 후, 자료를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

미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진술문을 확인하였다.

2) 개방코딩

면담을 통해 얻은 참여자로부터의 모든 진술을 현장노트와 

메모 등을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의미의 적절한 표

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이나 문구를 기록하여 개방코딩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3) 범주 생성 및 추상화

개방코딩 목록에 포함된 개념이나 문구의 유사성과 차이점

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것을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

을 부여하여 하위범주(sub-category)로 추상화하였다. 하위범

주는 다시 그 의미와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범주(category)로 추상화 

하였다[21].

자료분석 과정에서 구술한 자료로 돌아가서 참여자들이 표

현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의미가 포함되는지 매 단계마다 확인

하였다. 특히 분석 결과가 참여자들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지 확인하고, 범주 생성 및 추상화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주요 연구참여자 2인과 함께 상호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정신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 판단중지(bracketing)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자들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최대한 배제시켜 연구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연구의 타당성 확보

Lincoln와 Guba [22]가 제시한 질적연구 평가기준인 신뢰

성(credibility),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확실성(depend-

ability) 및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 즉 연구결과의 진실

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수집에서는 참여

자의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최대한 배제하여 이들이 자

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자료분석은 연구자

의 주관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적용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구술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용

함으로써 이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개념과 문구, 

하위범주 및 범주를 추출하였다. 확실성 및 확인가능성을 확보

Table 2. Focus-group Interview Key Questionnaires

Category Question

Introduction question What are your general thoughts on nurse staffing level in psychiatric hospital?

Key question Which insight did you gain from your research experience with nurse staffing level? 

Supplementary 
questions

(1) What are the difficulties or limitations of executing research about nurse staffing level in psychiatric 
hospital?

(2) How can nurse staffing level research be conduct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3) What kind of research results should be published as supporting materials in order to revise the 

policies about nurse staffing level in psychiatric hospital?

Closing question What else efforts should be made to get the nursing community interested their in mental nursing 
staffing level? Please tell us if there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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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자료분석 결과를 여러 차례 수정하는 절차를 거

치면서, 총 3인으로부터 분석 결과가 인터뷰 내용을 잘 반영하

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 구 결 과

정신병원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 활성화 전략을 살펴

보기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총 457개의 의미 있는 진술

문이 추출되었고, 개방코딩을 통해 41개의 개념 및 문구가 도

출되었고, 10개의 하위범주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

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다(Table 2). 연구결과를 주제인 인력

확보 수준에 대한 인식, 인력연구 경험, 인력연구 활성화 전략

에 따라 범주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신 간호인력 연구의 어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신 간호인력 연구의 어려움에 대하

여 ‘정신 간호인력 근거자료 부족’, ‘간호인력 자료수집의 어려

움’, ‘간호인력 자료분석 훈련 부족’, ‘다양한 치료 세팅으로 자

료해석의 어려움’ 4개의 하위범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1) 정신 간호인력 근거자료 부족

정신간호사 확보수준 관련 국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이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간호사, 협회, 학회, 정신

간호 전문가 집단, 정부가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

늘과 같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정신간

호 인력에 대한 근거 자료나 통계지표, 환자 결과 지표 등에 대

한 자료들이 거의 보고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의료기관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

료가 부족하여 간호인력 확보 개선 주장도 하기 어려웠다고 하

였다. 

정신간호인력 확보를 의료계에서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근

거 자료와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하지만, 정신간호

학 연구자들은 간호인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지 못하

여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는 정신 의료기관에서의 간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정신간호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

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대한 통계 및 실태 조사를 간

호사 중심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자료가 없어

요.(Participant 7)

심평원에서 평가하는 많은 영역에서 초기에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들어갔다가 대체적으로 

지금은 다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들어갔

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데 퇴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Participant 3)

한동안은 정신과 폐쇄병동은 간호등급 선정에서도 제

외됐었어요. (중략) 간호등급 가산율을 줄 때 정신과가 아

예 열외였었던 건 그만큼 관심이 없고, ‘여기는 특별하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Participant 5)

2) 간호인력 자료수집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정신간호사 확보수준 관련 연구 경험에 대해서 

복잡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의료기관의 제한된 정보공

개, 의료기관의 협조 부족, 인력 관련 설문 항목에 대한 간호사

의 낮은 이해도 등의 이유로 단순한 지표도 자료수집이 어려웠

다고 진술하였다. 바쁜 업무 때문에 정신간호사들 조차 자료수

Table 3.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Driven from the Participants' Descriptions

Category Subcategory

Difficulties in studying psychiatric nurse staffing Lack of evidence for psychiatric nurse staffing
Difficulty in collecting nurse staffing data
Lack of training for data analysis on nurse staffing
Difficulty interpreting data through various treatment settings

Strategies for research activation on psychiatric nurse staffing Expanded disclosure of public data on mental health
Development of psychiatric nursing service fees
Development of health indicators for mentally ill patients
Analysis of nurse-focused nurse staffing level by nurses' perspective
Reflecting on the experiences of mentally ill people
Collaborative activities for social 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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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협조받기가 어려움은 정신간호사 인력에 대한 연구를 지

속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데이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병원 데이터이

다 보니 부서장들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 병원의 눈치를 보

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는 설문지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생기

는 어려움이 있어요.(Participant 2)

정신 전문 병원의 경우는 워낙 개수가 많은 데다가 개

개인으로 contact하는 데에 많은 제한점이 있고, 병원들

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병원장의 승인 및 공

문을 요청하거나 하여 실제적으로 연구참여가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Participant 2)

3) 간호인력 자료분석 훈련 부족

참여자들은 정신간호 영역에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간

호인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표현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많은 의료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정신간호 영역에서 이차자료분석 또는 빅데이터 분석 연구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참여자

들은 정신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

발 및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

위의 체계적인 관련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정신간호 영역의 연구에 사용하거

나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고, 간호사 인력의 수요 추계 방법론에 대한 훈련과 경험 부

족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었다.

특히 정신간호사 인력의 양적인 지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규명하고 확

장하는 탄력성 있는 정신건강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은 간호

서비스 요구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

인력 구성 비율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지만 정신간호영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분석 훈련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제가 한 번 부딪혀 봤더니 원하는 변수를 하나 얻어내

는 것에 있어서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

이 느꼈어요. (중략)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보고 싶은데, 데

이터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중략)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영향력 있고 정확

한 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지만, 연구자 입장

에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

다.(Participant 4)

4) 다양한 치료세팅으로 자료 해석의 어려움

정신간호 영역은 급성 환자들을 돌보는 상급병원 수준에서

부터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까지 치료 세팅이 다양할 뿐 아

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른 의료영역에 비하여 정신의료 

영역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함께 일하며 간호조무사 인

력이 간호사 인력의 50%가 근무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내의 

폐쇄병동은 환자와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한 보조 인력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인력 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정신전문간

호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건강보험 환

자와 의료급여 환자들의 수가 기준 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의

료급여 환자들이 정신건강 의료시설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지표 선정에 있

어서 자료분석과 결과의 해석, 적용범위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병원의 care 수준이 의료기관 유형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

에 정신과 인력산정을 할 때 의료기관 유형에 따른 간호 인

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급성기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의 간호사 역할

과 만성 병원, 또 재활 위주는 다르잖아요.(Participant 5)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고자료를 입력할 때, 당시

에 저희 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0. 몇 명이 나왔던 기

억이 납니다. 행정부서가 많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가 왜곡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Participant 6)

정신과가 setting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이렇

게 setting이 너무 다양한 것이 때론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화시켜서 적용하기

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연구를 더 안 하게 되지 않

을까…(Participant 2)

2. 정신간호 인력 활성화 전략

참여자들은 정신간호 인력 활성화 전략을 위해서는 ‘정신건

강 영역의 공적자료 공개 확대’, ‘정신간호활동 수가 개발’, ‘정

신질환자 지표 개발’, ‘간호사 중심의 인력 분석’,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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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반영’,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연계 활동’ 6개의 하위범주

를 가진다. 

1) 정신건강 영역의 공적자료 공개 확대

참여자들은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성과가 점차 늘어나는 추

세로 보건의료계에서도 이차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의 비중

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영역은 개인정

보 보호로 인하여 연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협력과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점차 정신의료기관의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공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수준의 공적인 자

료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분석되어 공개된다면 정신의료기관

의 열악한 상황에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이 더욱 관심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공개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정부산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은 자료원으

로 부터 제공되는 정확성이 높은 공적인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면 더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각 기

관의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위

해서 타 전공 연구자들과의 협업과 공동연구가 적극 권장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신과 영역에서는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정신과 상

병 등의 정보를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

히 많이 지워요. 수술 환자 등 다른 진료과 영역의 경우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데, 정신과 쪽은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제한적

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Participant 3)

심평원이 중심이 돼서 다행스럽게도 정신과 영역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질 평가를 하

고 있는데, 거기에 초기에 들어갔던 간호 인력… 그러니

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이 이루어지고 공개가 됐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개선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간호 교

수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연구하시기가 훨씬 더 수

월하지 않을까요.(Participant 3)

2) 정신간호활동 수가 개발

참여자들은 정신간호 활동은 일반적인 간호관리료에 포괄

된 일상적인 간호서비스와는 구분되는 안전 활동, 전문상담 활

동, 정신요법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정신과 병동의 경우 일반적인 간호 수가 산정 시 예외가 

됨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낮게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인력 감축

으로 이어져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간호

사들의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신간호 

분야에 근무하기를 꺼리거나 이직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

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적정 간호 수가 정책이 수립되어 

의료기관에서 정신간호사의 고용이 수익과 연결된다는 인식

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점차 정신간호 행위 수가

로 인하여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어야 간호사

의 적정 인력 확보에 노력할 것이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

으로 이어짐에 따라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하였다. 현재 많은 간호행위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복지사에 비하여 정신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항목이 전혀 없

는 상황에서 퇴원 약물 교육과 같이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간호

행위를 규명하여 간호 수가 행위와 연결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신과 관련한 행위별 간호수가가 너무 없지 않은가. 

(중략) 인력을 고용했을 때 그 인력이 한 행위가 수가로 책

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하나도 수가로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Participant 7)

정신간호사가 정신전문요원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

잖아요. 정신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중에 임금이 간호사가 

더 높지 않나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서 똑

같은 수가를 받으면 투입이 작은 사회복지사 고용하게 되

겠지요. (중략)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간호사를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수가를 만들어야 돼요.(Participant 3)

퇴원 환자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약물 관리 교육이에요. (중략) 약물 관리 교육은 일반병

동에서는 수가화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정신과에

서도 간호사가 약물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별

도의 교육 수가를 달라고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

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Participant 5)

제가 정신전문요원이면서 간호사잖아요. 제가 정신전

문요원으로 심평원에 인력 신고를 하면 저는 0.5밖에 인

정이 안 되고요, 간호사로 신고해야지 1로 인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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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

까 이제 병원 측에서는 그냥 사회복지사를 쓰는 경우가 여

러 가지 면에서 좋죠.(Participant 6)

환자가 약 안 먹어서 설득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게 

표현하고 주장할 것인가 그거가 되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Participant 4)

3) 정신질환자 지표 개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간호사 확보 수준은 입원 기간 증

가, 재입원 증가, 수면제 사용량 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6]. 이는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로 간호인력 확보와 환자 건강의 결과 관계를 파악하는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간호

인력 확보수준과 객관적인 임상 질 지표와의 관계와 영향요인

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간호인력 확보 수

준이 환자 회복에 명확하게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신과 병동은 특수부서로 인식되어 간호인력 산정을 위한 

분석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 내과 병동 업무와 공통

점이나 유사성을 찾아내어 입원료와 간호활동 분석에 적극 참

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자가보고 형식을 이용하였으나, 추후에는 의료기관 내 객

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확인을 통해 검증하고 반복 실시되

어야 할 것이다. 즉, 낙상률, 투약오류 발생률, 탈원률 등 정신과 

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나

타내주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간호사가 더 많을 때 patient outcome이 좋아진다는 

evidence가 있어야 되는데, 심평원 보고서 말고 제가 별

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른 영역도 충분치는 않지

만, 특히 정신과 쪽이 좀 더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

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Participant 3)

4) 간호사 중심의 인력 분석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

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적정 수준의 

간호사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확보 수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인 간호

인력 확보 수준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서 간호사의 경력이나 역

할, 책임, 간호수행 정도 등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술

하였다.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정신병원 데이

터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간

호사 관점에서 간호등급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 간호사의 교육

이나 훈련 등에 대하여 공개하면서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서 차

이 나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와 간호업무 성과 등이 환자의 건

강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지

속적으로 발표된다면 이 결과는 기준이나 표준 데이터로써 가

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관점에서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인력의 유지 및 확보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

하다.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

서 outcome이 이렇게 나왔다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은 간호사 숫자만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률 이런 식으

로 연구가 되니까… 결국 정교한 연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Participant 1)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신규간호사 한 명과 5년 차 

간호사 한 명, 아주 능숙한 10년 차 간호사 한 명 또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전문간호사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역량

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살펴

봐야 하는 게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Participant 3) 

5) 정신질환자 경험 반영

참여자들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경험을 환자 관점에서 수집하고 평가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질 높은 간

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가 필수적

인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환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환자 경험과 질 높은 간호 제공에 갖는 실무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부족하므

로 전문가들은 간호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간호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저는 환자 factor를 간호인력 연구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중략) outcome 

variable을 좀 더 정교한 걸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

각이 듭니다.(Participant 1)

6)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연계 활동



 Vol. 31 No. 3, 2022 335

정신병원 간호인력 연구 활성화 전략: 초점집단 인터뷰

정신간호사회나 정신간호학회가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인

력 확보 수준에 대한 이슈를 알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개선 

방향을 전달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간호인력 관련 연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

들은 정보 노출을 거절하므로 개인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간호사 조직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

여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간호사들의 조직과 단체들은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자료 공개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시작할 수 있

을 것이다. 

학회나 기관 차원에서 아주 전사적으로 에너지를 불어 

넣어서 발표를 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시켜야 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Participant 5)

학회도 좋고, 협회도 좋고… 저도 관련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어 근거에 기반한 쪽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

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도 목표를 달리해도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Participant 1)

논 의

본 연구는 정신병원 간호 인력 관련 연구 활성화에 대하여 

정신간호 인력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간호 인력 정

책 개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정신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법적 기준 재정비의 필

요성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여자

의 정신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경험과 견해는 ‘인력 확보 수

준에 대한 인식’, ‘인력 연구 경험’ 그리고 ‘인력 연구 활성화 전

략’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각 주제로

부터 2개 범주와 10개 하위범주를 추출하여 구조화할 수 있었

다. 각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정신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이나 일반적인 의료 영역들과 견주어 보아도 보편적이

지 않고 불합리한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정신간호사 확보수준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으며, 정신

간호사들의 역할 및 업무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정신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

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호 역량이 낮게 비취어져 상대적 자

괴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7]. 또한 

부족한 정신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은 정신간호사로서의 직업

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직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낳는다[7]. 

참여자들은 정신간호사 인력 관련 연구 경험을 통해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자료분석의 훈련이 부족하며, 일반화에 어려움

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간호인력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정보수집

체계에 기반한 자료분석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기타 보조인력 등의 수급 현황

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별, 국가 차원의 수요 공급 현황에 대한 핵심 자료, 간호사의 시

장경제 상황 자료, 간호사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정기

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여 즉, 그 자료를 근거로 인력 수

급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고된 간호사 인력의 수급 추계 연구를 살펴보면, 편

차가 큰 추계범위와 연구자마다 차이나는 연구결과들을 발표

하여 간호사 인력 수급을 결정해야 하는 정책입안자와 병원경

영자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23]. 또한 간호인력 관

련 선행연구[5,17] 대부분이 관리자를 통하여 간호사를 임의표

집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표집 방법의 한계를 지

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간호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복잡하고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간호인력 수요

추계 산정은 공급추계에 비해 방법론상 어려움이 많다[24]. 따

라서 정확한 정신간호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해서는 수요추계

의 방법론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와 관련한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기존 연구[7,9]

는 간호사 인력에 대한 추계결과를 보고하는 데만 치우쳐 있고, 

추계방법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간호사의 인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

로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들은 공적인 자료공개, 수가 개발, 

건강 결과 지표 개발, 간호사 시각의 인력 분석, 환자 경험 이해, 

조직과 단체 연계라고 설명하였다.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

된 공적인 자료공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등의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유 ․ 저장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정보를 서로 연계시키

고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관별 데이터나 개별 데이

터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25]. 즉, 정신간

호사 인력 확보수준 관련 정책 개정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지원

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타학문분야 연구팀과 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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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여 융합적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신과 간호업무에 대한 수가 산정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고유한 정신 간호업무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

간호 적정 인력산정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Oh와 

Nam [26]은 정신과 입원 환자의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정신간

호행위 목록을 개발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환자를 분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간호 요구에 기반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

자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고위험 환자에 대한 30분 초과 면

담, 병실 순회 시 상태확인 및 지지면담, 간호사와 타인을 위협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고위험 환자 대상의 간호활동 등은 일

반적인 간호현장 상황과는 다른 속성이므로 정신간호의 독특

함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므로 정신간호 인력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간호활동이었다[26]. 이와 더불어 근무기관의 특성

에 따라 업무의 유형과 업무의 난이도 및 편차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7]를 참고하여 중등도 규모의 

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일선 간호사들에 대하여 통계 및 실태 조

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세 하게 파악하고 탐색하기 위한 양

적 조사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세 번째는 환자의 건강결과 지표 개발이 강조되었다. 최근 

간호사 확보수준과 환자의 건강결과를 알아보는 매우 의미 있

는 연구가 발표되었다[6]. 전국 규모의 국민건강데이터를 활용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과 정신과 입원 환자의 

건강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국 국민건강데이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 청구자료

를 활용하여 간호사 확보수준과 정신과 입원 환자의 건강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정신과 입원 및 정신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 청구내역, 

시설 및 인력 등의 요양기관 현황자료,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전산 자료를 활용하였다. 환자 및 의료기관 특

성을 보정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간호사 확보

수준은 입원기간 증가, 재입원 증가, 수면제 사용량 증가와 유

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신과 입원 환

자의 입원기간 단축, 재입원 감소, 수면제 사용 감소를 위해 간

호사 확보수준의 향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호사 확

보수준과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의 관계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

났고, 안정주사제 사용량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간호사 확보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정하

기 위해서 정신과 입원 환자의 중증도 수준과 간호사 확보수준

의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으로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건강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간호사 중심의 간호인력 자원을 연구하는 것이다. 

간호등급과 간호인력 확보수준, 간호사의 교육이나 훈련 등에 

따라 차이 나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와 간호업무 성과에 어떻

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정신의료기

관의 질 지표가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의 질 지표 항목에 정신간

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제한점 때문

에 정신간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

이다[28]. Jo [28]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간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질 평가 지표의 복합 가중치를 이

용한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환자관찰 간격, 간호

인력 업무 관련 상해 발생률, 간호사 1인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주도 

중재 프로그램 운영 건수 등이 높은 순위로 보고되어 간호사 확

보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간호 질 평가에서 매우 중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28]. 또한 간호사의 관점에서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인력의 유지 및 확보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

하다. Park과 Jang [8]은 정신간호사들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격리 ․ 강박의 대안적 처치인 면담과 교육 등을 진행할 

시간이 없어서 격리 ․ 강박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치료

적으로 격리 ․ 강박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못하

기도 한다고 하였다. Oh와 Nam [29]이 적정한 정신 간호인력

을 산정을 위하여 정신간호사가 수행하는 정신간호업무 파악

을 통해서 정신간호사들의 업무활동을 대상자 간호업무 범주

와 정신간호사로써 조직업무 범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토대

로 정신간호사는 전문적인 환자간호와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간호사의 역할과 함께 환자와 가족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는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한국표준간호행위 측정도

구를 활용하여 정신간호업무를 계량화하여 적정인력을 산정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9]. 

환자들의 경험이해와 간호사 조직과 단체와의 연계를 도모

하는 연구의 활성화도 지적되었다. 호주에서는 정신 간호인력

에 대한 보호와 직업만족도가 정신 간호인력 계획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는 인력의 이탈 방지와 신규 인

력에 대한 숙련된 인력의 경험 공유, 인력의 회복 탄력성과 능

력 제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력의 안전이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30]. 이는 간호사 조직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 인력 보호를 정신건강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는 정

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간호사 단체들의 연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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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신건강과 정신건강 문제 전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정

신보건 현황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있어 추진이나 자원분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며, 정

신보건현황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의료기관

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관한 연구 확산 전략을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였고, 둘째, 정신간호사 인력의 양적인 지표

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결과 지표 개발 및 적

정 간호 수가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현재까

지 정신간호사 확보수준 관련 연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여 향후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력 연구 

활성화 전략을 통해 향후 정신간호사 확보수준 개정을 위한 연

구수행 및 정책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 인력 연구 관련 전문가 집단을 참여

자로 한정함으로써 질적 간호의 중심주체인 정신질환자의 심

층인터뷰를 병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대상자의 특

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정신병원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정신질환자들을 치

료하고 돌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병원 간호사

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간호활동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 확보수준

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병원 간호인

력 연구 활성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많은 정신간호영

역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과 장 ․ 단기적인 

전략들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정신과병동 간호사 확보수준 개정을 위하

여 행정부서와의 긴 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타당

성 있는 근거 자료들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에 대한 전

략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자료가 정신간호사 인

력계획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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