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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환자의 병원이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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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이 보고하였다.

서

론

국내의 연구로는 김현준(1984), 염우권(1978), 최상
섭(1978)등의 보고가 있는데 외국의 보고와 비교할 때

정신질환자는 격리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이전의 생각

젊은 미혼의 남자환자에서 산책도중에 이탈이 많다는 점

에서 벗어나, 폐쇄적인 장기입원치료보다 좀 더 자유스

에서는 일치하지만, 남녀 비율과 개방 및 폐쇄병동의 운

러운 환경을 제공하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가 시도되

영에 대한 주장에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일관

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idenour 1961). 그 일환

된 의견이 부족한 상태이다.

으로 병실의 개방화가 적극 권장되어 왔으나(Gruen-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통한 이탈행위에

berg 등 1977). 그 이후 개방된 치료방식의 실행과 더불

대한 복합적인 면에서의 평가가 부족했고, 이탈을 방지

어 다양한 의료사고도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김동현 등

하 예방적 측면의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제

1992). 그 대표적인 것이 무단이탈이며. 치료자는 법적

한점이 있다.

인 책임문제에 자주 부딪히게 되어 적절한 예방과 치료

국립나주정신병원은 광주시로부터 20km 거리정도 떨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입원환자가 보일 수 있는 이탈

어져 있는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에 위치하고 있으

행위의 임상특성과 예측인자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

며, 1983년 1월 1일 국립정신병원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

다(Weinstein 1981).

에 이르러 600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신병원이다.
연구를 살펴보면,

1989년 10월 폐쇄병실을 개방한 이후 94년 현재에는

Schwartz(1975)는 이탈행위가 진단적으로는 정신분열

12개 병동 중 남자 3개 병동과 여자 1개 병동이 완전개

지금까지의

병실이탈에

관한

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였고, 질환의 특성상

방되어 있으며, 개방화된 병동의 증가로 인하여 개방병

예측하기 힘든 임상양상 때문에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동과 폐쇄병동 둥 거의 모든 병동에서 자유산책을 하는

보고하였다. 이탈특성에 대해서는 젊은 남자, 입원초기

환자들이 전체 입원환자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

의 환청, 망상상태, 강제입원한 경우, 이전의 이탈에 대

이다.

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많은 것으로 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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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병원환경 등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이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탈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탈환자의 특성

나이, 결혼, 직업, 교육정도. 거주지, 경제력 등의 인구

을 평가하고, 같은 입원기간 이탈행위를 보이지 않았던

사회학적 특성외에도 진단명, 입원경로, 입원횟수. 입원

환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탈행위와 관련된 변인들을 파

기간, 유병기간, 면회횟수 둥 두 집단간의 비교가능한 항

악하여. 이탈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통계 처리는 SPSS/PC+(StatisticaI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이탈행위에 대한 이탈군과

연구대상 및 방법

대조군의 차이를 각각의 변인들에 따라서 x2검증을 하였
으며 , 특히 이탈군에 대해서는 각 변인들의 출현빈도가

1. 연구대상

기대빈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

표본 ^ 검증을 시행하였다.

간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한 전체 입원환자 4670명

결

중 이탈경험이 있는 환자 총 308명(남자 245명 ; 79.

5%, 여자 63명 ; 20.5%)을 이탈군으로 하고, 같은 기
간동안 이탈행위를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 중 300명을 무
선표집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대조군으로 하였다.

고
卜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Table 1-1)
최근 3년간(1991~1993) 입원했던 환자는 4670명이
었는데, 이들을 년도별로 구분한 결과 각각 1718명(36.

2. 연구방법

8%), 1433명(30.6%), 1519명(32.6%)이었다. 같은 기

병록지를 중심으로 이탈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간동안 병원이탈을 했던 환자는 308명으로 전체환자의

임상적 특성, 이탈의 특성, 이탈후 결과 및 처치, 이탈시

6.6% 이었고 이를 연도별로 구분한 결과 각각 108명(6.

의 동기와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병록조사는 담당의

3%), 96명(6.7%), 104명(6.8%)으로 나타났다.

의 입퇴원기록지, 면담 및 경과기록지. 간호기록, 사례발

성별 및 연령 분포를 보면, 이탈군의 성별은 남자가

표기록, 임상심리검사기록 등 각종 기록에 의거하여 조

245례(79.5%)로 여자 63례(20.5% )에 비해 약 4배정도

사하고 통계적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주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군은 남자 182례(60.7), 여

관적 해석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하여 담당의 기록지와

자 118례(39.3) 였다.

간호기록지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경우로 국한하였으며,

이탈군의 연령은 21~30세(64.9% )에서 가장 많았으

특히 이탈의 동기와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추가로 환

며. 10대(14.7%)의 순으로 많았다. 대조군의 연령은

자의 자기보고를 기록한 병록지를 참고하고 이탈당시 근

30대(38.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대(32.0% )였

무 간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다. 40세이상(6.8% )에서는 이탈이 드물었으며 50세이

정신과 의사 3인의 동의하에 이탈동기 요인을 환자자신

상의 이탈은 없었다.

의 내적인 요인, 치료자와의 관계요인, 가족환경 요인,
병원환경 요인 둥 네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내적인 요

이탈군의 결혼상태는 미혼(66.6% )이 많았고, 대조군
역시 미혼(59.8% )이 많았다.

인으로는 면회나 퇴원요구에 대한 환자 스스로 느끼는

교육정도 및 직업상태를 보면 이탈군의 교육정도는 고

거절감, 이탈을 유도하는 환청이나 망상. 충동적인 이탈

졸(50.0% )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졸(26.6%), 국졸

등으로 나누고, 치료자측 요인으로는 거절적인 치료팀의

(13.3%) 순이었다. 대졸이상(3.2%)과 무학(6.8% )인

태도, 면담의 부족과 약속의 불이행. 무관심, 치료적인

경우는 대조군(각각 11.7%, 10% )에 비해 이탈군이 적

관계의 실패 등으로 나눴으며, 가족요인으로는 가족의

었으며. 특히 대졸이상에서 이탈이 가장 적은 경향(3.

퇴원이나 면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무관심, 상호대화

2%)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이탈굽(36.7%) 및

의 결여. 환경요인으로는 자유의 박탈이나 치료프로그램

대조군(61%)에서 많았다.

의 부족, 병동의 무책임한 개방화 등으로 나누는 등 각
네가지 범주에 속하는 하부요인 등을 분류하였다.
이탈행위를 보이지 않았던 대조군과의 비교는 성별,

거주지구분은 시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이탈
군(69.8%)과 같이 대조군(65.7%) 모두 시골인 경우가
많았다.

Eloper(%)

Noneloper(%)

(n = 308)

(n = 300)

11 -20

46(14.7)

14( 4.7)

21 -30

200(64.9)

96(32.0)

31 -40

41(13.3)

116(38.7)

41 -50

21 ( 6.8)

45(15.0)

Category

Variables

Age
(yrs)

> 50

0( 0 )

29( 9.7)

Sex

Male

245(79.5)

182(60.7)

Marriage

Single

Female

63(20.5)

118(39.3)

205(66.6)

181(60.3)

Married

31(10.1)

88(29.3)

Divorce

62(20.1)

31(10.3)

Separation

10( 3.2)

0( 0 )

No

21( 6.8)

30(10.0)

Elementary

41(13.3)

41(13.7)

Middle

82(26.6)

75(25.0)

154(50.0)

119(11.7)

Above College

10( 3.2)

35(11.7)

Professional

11 ( 3.6)

26( 8.7)

x2

P

135.25

** 本

28.19

**本

54.49

本本
本

Education

High

30.90

***

271.57

♦本*

3.28

N-S

1.88

N-S

Occupation

Commecial

51(16.6)

7( 2.3)

Service

41(13.3)

18( 6.0)

Labour

61(19.8)

22( 7.3)

31(10.1)

44(14.7)

Student
Unemployed
Urban

Residence

Rural

113(36.7)

183(61.0)

93(30.2)

103(34.3)

215(69.8)

197(65.7)

21 ( 6.8)

23( 7.6)

Economic status
Upper
Middle
Lower
**p < .05

***p < .001

73(23.7)

65(21.7)

213(69.2)

212(70.7)

N-S ：non-significant

2. 임상적 특성(Table 1-2)

이탈군은 102례(33.1%)로 다음 순인데 반하여. 대조군

이탈군의 진단명은 주치의의 각종 진단 기록지에 의거

에서는 1〜 3년인 경우가 59례(19.7%)로 다음으로 많은

하여 조사하였는데 정신분열병이 246례(80%), 특히 망

경향을 보여 발병 1년이하에서도 높은 이탈경향을 보였

상형 134례(43.5%), 미분화형 99례(32.1%) 순이었고,

다.

정동장애 31례(10.1%), 알콜장애 21례(6.8%). 성격장

이탈군에서의 입원횟수는 4회 이상 입원의 경우 155례

애 9례(2.9%) 순이었다. 이탈군은 정신분'열병의 망상형

(50.3%), 첫 입원인 경우 62례(20.1%), 3회 입원인 경우

(43.5%)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50례(16.2%) 순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2회 입원이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이 137례(45.8%)로 가장 많았다.

108례(36.0%), 4회이상이 79례(26.3%), 3회입원 65례

유병기간은 4년 이상인 경우가 이탈군 134례(43.
5%), 대조군은 191(63.7%)로 가장 많았다. 1년 이하가

(21.7%)순으로 나타나 첫입원과 4번이상의 반복입원한
환자에서 높은 이탈경향을 보였다.

Table 1-2. Differences in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elopement and non-elopment group
Variables

Category

Eloper(%)

Nonelopre(%)

(n = 308)

(n = 300)

134(43.5)

65(21.7)

.x 2

P

Diagnosis
SPR paranoid
catatonic
undifferentiated

7( 2.3)

23( 7.7)

99(32.1)

128(42.7)

disorganized

6( 1.9)

8( 2.7)

Mood disorder

31(10.1)

23( 7.7)

Alcoholism

21( 6.8)

18( 6.0)

Personality disorder

9( 2.9)

12( 4.0)

Others

1( 0.3)

23( 7.7)

Duration of illness(yrs)
Under 1

102(33.1)

1-3
Above 4

59(19.7)

134(43.5)

191(63.7)

1

62(20.1)

48(16.0)

2

41(133)

108(36.0)

3

50(16.2)

65(21.7)

155(50.3)

79(26.3)

Mode of admission
Voluntary
Involuntary

31(10.1)

59(19.7)

277(89.9)

241(80.3)

Number of visit(per month)
175(56.8)

35(11.7)

2

72(23.4)

197(65.7)

3>

61(19.8)

68(22.7)

145(47.1)

95(31.7)

1<

Ward distribution
Open

Closed
Semiopen
**p < .05

***p 〈 .001

*本*

29.85

*本*

62.78

本
**

11.29

本
本
本

50(16.7)

72(23.4)

Number of admission

Above 3

217.22

45(14.6)

33(11.0)

118(38.3)

172(57.3)

152.99

***

28.95

本
本
本

SPR ：Schizophrenia

입원방법은 이탈군 227례(89.9%), 대조군 241례(80.
3%) 모두 강제입원이 많았다.

면회 횟수는 이탈군은 월 1회 이하가 175례(56.8%),
대조군에서는 월 2회가 197례(65.7%)로 가장 많았으며,
면회를 자주 오지 않은 경우에 높은 이탈경향을 보였다.
이탈군의 병동형태는 개방병동 145례(47.1%), 반개

이상 장기간 입원한 경우가 184례(59.7%)로 가장 많았
고, 입원 1~4주 사이가 72례(23.4%)의 다음 순으로 입
원한 지 얼마 안된 경우와 장기 입원환자에서 높은 이탈
경향을 보였다.
이탈요일은 가족들의 면회날인 목요일 114례(37.

0%), 주말 기례(23.1%) 순이었다. 가장 적은날은 수요

방병동 118례(38.3%), 폐쇄병동 45례(14.6%) 순서로

일 20례(6.5%)로 나타나 면회시 이탈의 발생이 높다는

높은 이탈경향을 보였다.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이탈행위의 특성 (Table 2-1, Table 2-2)
이탈시기를 보면 입원 후 이탈까지의 입원기간은 12주

이탈시간은 오후가 183례(59.4%)로 가장 많았고, 병
실을 폐쇄한 밤 근무 중은 2례(0.6%)로 거의 이탈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오전보다는 직원들의 숫자와 집중력이

Table 2-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lopement behaviors
Variables

Eloper(%)

Category

x2(a).

P

(n = 308)
Duration of hospitalization(weeks)
1<

21 ( 6.8)

1 -4

72(23.4)

4 -12

31(10.1)

> 12

184(59.7)

Day of weeks
Monday

31(10.4)

Tuesday

31(10.1)

Wednesday

217.22

**木

118.15

*♦本

20( 6.5)

Thursday

114(37.0)

Friday

40(13.0)

Weekend

71(23.1)

Time zone

165.59
Morning

123(39.9)

Afternoon

183(59.4)

Night

2( 0.6)

Seasonal pattern

7.35
Spring(3 - 5)

57(18.5)

Summer(6 - 8)

83(26.9)

Fall(9-11)

87(28.2)

W inter(12-2)

81(26.3)

269.07

Situation
A Stroll

N-S

♦*

本

174(56.5)

Meeting

31(10.1)

Examination

51(16.6)

Adoration

21 ( 6.8)

Exercise

21 ( 6.8)

Others

31(10.1)

Measure

196.95
W alk

206(66.9)

Traffic

98(31.8)

Stealing

4( 1.3)

Hospital

187(60.7)

Outside

81(26.3)

Home

31(10.1)

Detected place

244.88

Others
a : Nonparametric x2 test

*

木本

***

本本本

9( 2.9)
< .05

***p < .001

N-S ：non-significant

떨어지는 오후에 높은 이탈경향을 보였다.

의는 없었다.

계절별 차이는 여름 83례(26.9%), 가을 87례(28.

이탈시 상황은 산책중이 174례(56.5% )로 가장 많았

2%), 겨울 81례(26.3%)룰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봄에

으며, 검사도중 51례(16.6%), 면회도중 31례(10.1%)

는 57례(18.5%)로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lopement behaviors
Variables

Category

x2(a)

Eloper(%)

P

(n = 308)
Repeater
1

214(69.5)

2

45(14.8)

3

31(10.0)

4

15( 4.8)

5

3( 0.9)

482.26

*本*

396.70

本*♦

Accident
None

267(86.7)

Mild injury

31(10.1)

Accidents

10( 3.2)

Familly response

***

73.16

Cooperative

83(26.9)

Indifferent

163(52.9)

Protest

58(18.8)

Accusation

4( 1.3)

Result

♦*本

449.27
By Self

40(13.3)

Forced

237(76.9)

Restraints

10( 3.2)

Discharge

21 ( 6.8)

Treatment response

Drug

*本*

59.89

** 本

51(16.6)

CR & Restraints

109(35.4)

Discharge

21 ( 6.8)

Motivation
Pt's intrapsychic factors

132(42.8)

Pt-therapist relationships

76(24.6)

Familial factors

58(18.8)

Hospital structural factors
a : Nonparametric x2 test

98.05

127(41.2)

Interview

**p < .05

42(13.8)
***p < .001

Pt : Patient

CR ：Care-Room

이탈후 이동방법으로는 도보 206례(66.9%). 대중교

사고로 나누고, 파괴적 행동이나 타인이나 자신에게 치

통을 이용하는 경우 98례(31.8%)순이었다. 발견장소는

료를 요하는 신체적 손상이 있었던 경우를 사고이상으로

병원내 187례(60.7%), 병원근처 81례(26.3%), 집

구분하였는데,

31례(1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복해서 이탈한 경우도

Wo), 경미한 사고 31례(10.1%), 사고나 타해 등 문제

94례(30.5%)나 되었는데 그 횟수는 3회 이탈이 31례

가 생겼던 경우 10례(3.2%)순이었다.

(10.0%), 4회 이탈이 15례(4.8%), 5회이상이 3례(0.
9%)순서를 보였다.
4. 결과 및 처치 (Table 2-1)
이탈후의 결과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경미한

무런 사고가 없는 경우가 267례(86.

귀원 형태는 직원에 의해 강제로 병실로 돌아온 경우
가 237례(76.9%), 막상 이탈 후에 갈곳이 없어서 자발
적으로 돌아온 경우 40례(13.0%), 돌아오지 않아 퇴원
처리는 경우 21례(6.8%) 순이었다.
이탈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은

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경우가 163례(52.9%),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이탈행위를 보이는 경향이 많았다(Table 1-2).

경우 83례(26.9%), 협박이나 항의하는 경우 58례(18.

이탈특성의 변인에서는 개방병동이나 반개방병동일수

8%)순이었고, 법적 문제화 시킨 경우도 4례(1.3%) 있

록 이탈이 많았으며(p < .001)(Table 1-2), 이탈시기도

었다.

입원한지 12주이상된 환자에서, 면회날인 목요일에, 오

치료자의 반응은 응급면담을 했던 경우 127례(41.

후시간중에 이탈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p < .001), 그러

2%), 보호실 격리 및 억제대 사용을 한 경우 109례(35.

나 계절별에 따른 이탈행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4%), 약물의 투여 51례(16.6%) 순이었다.

차이는 없었다(Table 2-1).

5. 이탈동기와요인 (Table 2-2)
이탈동기에서는 환자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

132례(42,8%), 환자와 치료자와의 관계 76례(24.6%),
가족적인 요인 58례(18.8%), 병원 환경적인 요인 42례

(13.8) 등의 순서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환자요인은 면회나 퇴원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감

41례(13.3%), 이탈을 유도하는 환청 및 망상 31례(10.
0%), 충동적인 이탈 26례(8.4%) 등을 이탈 이유로 보

고하였다.
치료자 요인은 억압적이고 거절적인 치료팀의 태도

24례(7.8%), 면담 부족과 약속 불이행 등 무관심 23례
(7.5%), 불신감 및 치료적 관계의 실패 17례(5.5%) 순
으로 이탈이유를 보고하였다.
환경 요인은 가족의 퇴원이나 면회 등에 대한 억압적
이고 거절적인 태도 38례(12.3%). 가족의 무관심 11례

(3.6%), 상호 대화의 결여 3례(1.0%) 등의 가족적 요인
과, 폐쇄병동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 33례(11.0%),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 4례(1.3%), 병동의 개방화 3례(1.0%)
등의 병원구조적 요인을 보고하였다.

이탈상황에서는 산책도중, 도보를 이용한 이탈이 많았
고, 발견장소도 병원내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p<.

001)(Table 2-1), 과거에 이탈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반
복이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Table 2-2).
결과 및 처치의 변인에서는 강제로 귀원한 경우, 그리
고 보호자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으
며, 치료자의 응급면담만으로 해결이 되었던 경우가 많
았다(p < .001)(Table 2ᅳ
2).
이탈동기의 변인에서는 환자측 내적요인(42.8%)이
이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치료
자와의 관계요인(24.6%), 가족적인 환경요인(18.8%),
병원구조적인 환경요인(13.8%) 등의 순서를 보였다(p

<.001) (Table 2-2).

고

찰

저자들은 최근 3년간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했던

4670명 중에서 이탈을 경험한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이탈행위는 개인의 정신병리, 치료팀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환경적 인자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이탈에

6. 각 변인과 이탈행위와의 관계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하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탈

사회인구학적 변인중에서는 나이와 성별, 교육정도,

및 임상적 특성, 그리고 이탈 후의 결과와 처치를 파악

그리고 결혼상태 및 직업 등에 따른 이탈행위 여부가 유

하고, 이탈의 동기와 요인을 평가함으로써 이탈의 예방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남자에 많았으며 20대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에서 이탈행위를 많이 보였고, 고졸수준에서 많은 이탈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행위를 보였다(p < .001). 그리고 직업이 없고 배우자가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입원환자의 6.5%가 입원중에 이

없는 경우에 이탈행위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p <.001).

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현준(1984)이

그러나 거주자와 경제상태에 따른 이탈행위간에는 통계

보고한 이탈율 6.4%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1).

도 91년부터 93년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 특성으로는 진단적으로 망상형 정신분열병에
서 이탈경향이 많았고(p < .001), 만성 환자에서(p < .

이탈율은 외국의 다른 연구(George 등 1985 ：2-12%)
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001), 그리고 입원횟수가 많을수록 이탈이 많았다(p < .

성별로 이탈환자를 비교한 결과 남자에서 뚜렷하게 많

001). 아울러 면회횟수가 월 1회이하에서(p<.001), 자

은 경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1~30세 사이의 남자환

의로 입원한 경우보다 강제로 입원한 경우에서(p <.05)

자가 이탈군의 51.6%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는 이

전의 보고에서 남녀간의 이탈빈도는 크지 않다는 보고

적이 아닌 가족과의 격리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김현주 1984; 최상섭 1978)와는 상이하였으며오히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보다 현저히 입원비가 저렴하므

려 이탈을 포함한 병실사고는 여자에게서 더 많다는 보

로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는 경우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고와는 크게 달랐다(Fabian 등 1973). 50세이후의 환

생각된다.

자군에서는 이탈이 단 한건도 없었는데. 이는 김현준

(1984), Tardiff라 Sweillam(1981)의 연구에서와 같이

병동형태에

있어서

개방병동(46.8%),

반개방병동

(38.6%), 폐쇄병동(14.6% )의 순서로 이탈이 많았는데,

45세 이상에서 이탈환자는 없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

반개방병동에서는 적절한 책임과 자유가 공존하고 있어

다.

서 폐쇄병동에서처럼 답답함은 덜 느끼는 것으로 여겨지

이탈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미혼의 남자환자가 더 많고

며 , 오히려 완전폐쇄나 완전개방보다는 반개방병동의 조

이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심스러운 운영이 이탈을 막는데 있어서는 더 바람직하지

연구결과(김현준 1984)와 비슷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않을까 생각이 들고 . 앞으로 병동의 개방화에 따른 이탈

는 없는 경우보다 심리적으로 더 지지를 받고 안정될 수

이 증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로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신병리가 심한 사람

사료된다(Arden 1989 ；Meyer 등 1967).

이 결혼하기가 더 힘들고 이혼 둥의 문제가 많았을 것이
라고 추론을 할 수도 있겠다(Weinstein 1981).

이탈상황에 대해서는 자유산책 중 이탈한 경우가 많았
는데 , McNaught와 Mckamy(1978) 의 연구와 비슷한

진단에 있어서 이탈행위는 이전의 연구(최상섭 1978)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비교적 쉽게 직원들의 시야를

와 같이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가장 많았으며 , 특히 정신

벗어날 수 있는 점과, 면회객과 외래환자들을 보면서 느

분열병 중에서도 망상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끼는 충동적 이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evy와 Southcombe(1953)도 망상형 정신분열병 환자

이탈시간은 오후시간(49.5% )에 약간 많을 뿐 , 오전시

는 체계화된 피해망상이나 정신병리적 특징을 갖기 때문

간 (46/7% )과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최상섭

에 좀 더 높은 이탈위험을 가지므로 더욱 주의를.필요로

(1978)은 보고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후 근무시간이

한다고 하였다.

훨씬 더 많은 경향(59.4% )을 보여 오후에는 치료팀의

유병기간은 발병한 지 4년 이상된 환자에서 이탈이 많

주의가 산만해지고 치료팀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임을

았으며, 오랜 폐쇄된 병실생활과 사회에서의 격리로 인

감안할 때 산책이나 면회를 허용시 더 많은 관심이 필요

한 부작용의 하나로 더욱 이탈이 많아진다(Gruenberg

하다고 여겨진다.

등 1977)는 보고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입원형태에서는 본 연구결과 강제로 입원한 환자(89.

9% )에서 김현준(1984)의 보고 (61.5% )나 전체 입원환

계절별 이탈율은 여름과 가을에 약간 중가하는 경향올
나타냈는데, 이는 환자들의 자육산책 및 허용되는 활동
시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의 강제입원율(80.4% )보다 이탈이 많았는데, 이는 병

이탈시 복장은 환의 차림이 대부분이었지만 간흑 사복

식이 없고 입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이탈이유

착용도 있었는데, 타 연구보고(Arden 1989)와 같이 사

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며, 김현준(1984)의 연구대상인

복 및 이탈경비는 다른 환자의 면회객이나 기타 방문객

대학병원 환자군과는 달리 본원의 환자군은 경제수준이

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았으며, 외래환자들이나 면

낮고 가족들의 지지도가 낮은 심한 만성화된 환자들이

회객과의 환자들의 자유로운 접촉이 이탈을 부추기는 한

많다는 점에서 강제입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지 12주 이상된 병원생활에 지

이탈후 자살이나 사망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었지만,

친 환자와 입원한 후 1〜4주된 환자에서 이탈이 많았는

이는 연구기간중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 전체를 반영

데, 급성 혼란 시기에 이탈이 증가했다는 보고(Caudill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George 등 (1985) 이 이탈후 사

등 1952) 와 같이, 입원초기의 혼란과 불안감으로 인한

고로 인해 치료자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에 대한

부적응이 이탈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방적인 깊은 관심을 강조한 바와 같이 , 본 연구에서의

이탈군이나 대조군 모두에서 나타난 불규칙적인 면회

경미한 사고 일지라도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탈행위 자

경향은 만성 입원환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치료목

체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을 볼수 있다.

혼란상태에서 내부 조절능력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보았

또한 이탈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우 가 있었는데, 이

을 때 '병동의 개방화가 오히려 이탈을 강화시킬 수도 있

들의 돌아온 이유는 긍정적으로는 치료자와 관계가 좋은

으므로 병원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산책등은 제한적으

경우였거나 병원환경을 치료적으로 여기는 긍정적 이미

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를 갖기 때문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반면 갈

이탈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이탈환자들이 반복해서 다

곳이 없거나, 가족과 사이가 좋지 못한 환자들의 열악한

시 이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30.7%), 입원중

가족지지도를 주정해 볼 수도 있겠다. Hunt(1961)는

보인 이탈의 반복성에 대해서는 처음 이탈을 시도한 환

치료자의 관계가 좋은 보다 치료적인 자유로운 병실운영

자와 차이점을 평가하지 못하였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 환자의 위축을 줄이고 만성화로 발전하는 것을 줄일

인한 어려움이나 오랜 병실생활로 인한 답답함, 그리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Offer와 Barglow(1960)도 환자

가족이나 치료팀과의 관계의 문제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

들의 이탈행위를 사회에게 받지 못했던 자유에 대한 갈

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재이탈을 방지하

망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이탈행위를 부정적인 견해로 볼

기 위해서는, W illiam 등 (1988)의 주장처럼 환자의 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에서

적인 인자, 병동환경 및 치료자와의 관계측면에서 뿐 아

도 이탈때문에 치료팀이 환자에게 갖는 분노감으로 인한

니라 정신역동적인 측면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부정적인 태도에 주의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사소한 증

다.

상이라도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로 이해하려는 치료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Levinson 1957).

본 연구결과, 환자자신의 과거의 부정적인 전이경험과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부정하여 정신과 치료자체에 대한

귀원후 처치에서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거나 결

거부감을 갖는 것 및 부적절한 약물 복용경험과 타인과

박조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탈에 대한 치료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탈에 영향

의 조치는 단순한 대웅이나 처벌의 차원을 넘어 치료적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것에 대한 치료팀의

인 의미가 있으므로 환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George 등(1985)도

았던 이유는 정신분열병과 같은 경우 질환특성상 예측하

단순히 이탈을 방지하고자 치료자가 산책이나 외출을 제

기 힘든 행동양상을 가진 것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시키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일방적인 폐쇄적 수용수준

이탈동기에 대한 보고로는 환자 요인으로 면회나 퇴원

의 병실운영을 한다면, 이탈을 넘어선 또 다른 반치료적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감, 충동적 인 이탈, 이탈을 유도하

인 결과를 초래할 것 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

는 환청이나 망상이 많았는데, 이들 환자들은 그 밖에도

고했다.

다소 난폭한 상태에서 불안과 초조둥을 보고하고 있었

저자들은 보호자들의 미안하다는 반응과 치료자를 법

다 .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르면 젊은 연령의 심한 환청이

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한 경우들이 모두다 자신들이 가

나 망상을 가진 입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충동조절이

족으로서 다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죄책감과 강제입원시

되지않은 환자들에서 면회나 면담 및 퇴원을 지속으로

킨 자신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병원측에 투사

요구하였던 경우에 이탈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탈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

으며 , 사고를 일으키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

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적인 위험인자, 환경적인

다 더 치료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유발인자 그리고 상호작용에 기초한 이탈 예측인자를 개

Farberow 등(1966)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발한다면 이탈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법적인 자료의 근거

그리고 치료자 요인으로는 억압적이고 거절적인 치료

로 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George 등

팀의 태도, 면담횟수의 부족과 약속 불이행등을 이유로

1985).

보고하였는데, 여기서 환자와 치료자와의 관계와 치료자

강제입원에 따른 환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문제가

의 태도가 이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되고 있지만(최상섭 1978),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권리

있었고, 따라서 사소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역시 결코 침해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Leventhal

치료팀의 환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관심이 치

(1964)의 주장처럼 이탈행위를 현실왜곡이 있는 급성

료자에 게서 요구된다고 하겠다.

치료자 1인당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담당해야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어, 신뢰도가 떨어

는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환경에서는 환자와의 치료

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후향적인 연구가 아닌

적인 만남과 면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이탈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치료자측 요인을 이탈의 한 요인(7.5% )으로 환자들은

예를 들면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BPRS ；

보고하였으며, Weinstein(1981)도 병동에 근무하는 치

ᄋverall과 Gorham 1961) 와 같이 환자의 정신병리를

료팀의 수가 보장이 되고 시설이 잘된 병원일수록 치료

파악하기 위한 척도나, 사회 및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는

적인 효과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척도 (Social Support System Scale : Norbeck 1981),

가족 요인으로 가족의 억압적인 태도와 무관심 , 그리

병실환경 분위기를 파악하는 척도(Ward Atmosphere

고 상호대화의 결여와 일방적인 가족의 의사결정 등을

Scale(Moos 1974) ) 등 다양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유로 보고하였고, 병원구조적 요인으로는 폐쇄병동으

이탈의 동기 및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인한 자유의 박탈 ,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의 제한 등

로 생각된다.

을 이탈이유로 보고하였다.

결

전체 입원환자의 병동환자 분포도에 따른 총 이탈율은

론

개방병동이 9.8%, 폐쇄 병동이 8.3%, 반개방병동이 4.

45%로 나타나 오히려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이탈율은

저자들은 19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 사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고 반 개방병동에서 가장 이탈이 적

에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는 환자들 중

은 것으로 나타나, 김현준(1984) 의 주장처럼 적절한 자

병실이탈을 시도한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유와 제한이 공존하는 반개방병동의 효율적인 운영이 환

이 기간 동안에 입원했던 환자로서 이탈한 적이 없는

자의 공격성을 감소시켜 병실사고를 줄이고 이탈을 줄이

300명의 환자를 무선표집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대조군

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며, 궁극적

으로 해서 이탈환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임상적. 특

으로는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과병동의 치료환경

성 , 이탈의 특성, 이탈후 결과 및 처치를 조사하고, 이탈

및 병동운영 체제면에 있어서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이 공

동기와 요인둥을 후향적인 각종 기록지분석을 통하여 조

존한 이상적 인 치료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의 개발이 우선 병행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병실사고중의 하나인 이탈행위에 대한 체계

1) 3년간 총 입원환자 4670명 중 6.5%에 해당하는 환
자 308명이 한번 이상의 이탈행위를 보였다.

적인 분석을 통해 이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2) 미혼(66.6% )의 고교를 졸업한(76.6%) 직업이 없

한 예비연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는데, 본 연구의

는 (37.0%), 21-304 나이 (64.9% )군의 남자 (79.8%)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환자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첫째 , 이탈에 대한 평가가 현재 인원중인 환자들을 대

3) 진단별로 보면 망상형 정신분열병 (43.5%), 미분화

상으로 하는 전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면담기

형 정신분열병(32.1%), 정동장애(10.1%) 순서로 차지

록지를 중심으로 한 후향적 연구였으므로 역동적인 면의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대조군은 미분화형 정신분

평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

열병 (43.1%) 이 가장 많았다.

다는 우려가 있다. 둘째, 대조군 선정에 있어서 전체집단

4) 발병기간이 4년 이상(43.5%)됐거나, 입원후 12주

중 이탈군을 제외한 집단이 대조군으로 비교되야 하는데

이상(60.1% )된 경우 많았고, 입원횟수는 3번 이상 입원

전체 대조군이 너무 광범위하여 제한적인 숫자를 무작위

(50.3%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많았다.

추출하여 대조군으로 선정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셋째,

5) 개방병동(47.1%)에서, 자유산책시간(56.5% )에

연구대상을 본원에 입원했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이탈이 가장 많았다. 이탈 요일은 면회날인 목요일 (37.

므로 대형병원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이 연구결

0%)에 , 오후근무시간(59.4% )중 많았는데, 이탈의 과거

과가 전체 정신과 입원환자들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적일

력이 있는 환자 (30.5% )에서 다시 재이탈을 시도하는 경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넷째, 이탈의 동기에 대한 평가

우도 많았다.

는 이탈 환자들이 말하는 이탈동기에 대해 평가자들의

6) 이탈후 결과로는 대부분

무런 사고도 없었으며

(86.7%), 이탈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은 협조적인 경우
(26.9% )보다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경우(52.9% )가 가

ment from psychiatric units. J Forensic Sciences
30:44-49
Gruenberg F, Kilinger B, Grumet B(1977) : Homicide

장 많았다.
7) 이탈 계절은 여름(6~8월) (26.9% )과 가을(9~
11월) (28.2% )에 약간 증가하였으며, 봄(3~5월) (18.
5% )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8) 이탈환자들이 보이는 특성으로는 환청이나 망상등
의 정신증적 증세를 보인 경우, 치료자에 대한 불신 및
잦은 마찰,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나 병실내에서 고립
가족들의 냉담한 관심 등이다.

9) 밝혀진 이탈동기로는 ①환자 내적인 요인(42.8%)
②치료자요인 (24.6%) ③가족 요인 (18.8%) ④병원환
경요인(13.8%) 등의 순서를 보였는데, 갇혀있다는 답답
한 느낌으로 인한 충동적인 이탈(8.4%), 치료팀의 무관

and de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ill. Am J

Psychiatry 134 ：685-687
Hunt

RC(1961) ：A

comprehensive

hospital com

munity service in a state hospital. Am J Psychi
atry 117 ：817-821
Leventhal T(1964) : Inner control defidences in run
way children. Arch Gen Psychiatry 1 ：170-176
Levinson D(1957) : The mental hospital as a research
setting ：a critical appraisal, in the patient and
the mental hospital, Glencoe ill. Free press
Levy S, Southcombe RH(1953) : Suicide in a state hos

pital for the mentally ill. J Nerv Ment Dis 117 ：
504-514

심 (7.5%), 가족의 퇴원거부(6.8%)나 거절적인 태도(5.

McNaught TR, Mckamy LR(1978) : Elopement of ado

5%) 및 폐쇄적인 병원구조(7.1%)를 환자들은 주요한

lescents dynamics in the treatment process. Hosp

이탈이유로 보고하였다.
중심 단어 : 병원이탈 ᅵ정신과 입원환자.

Comm Psychiatry 29 ：303-305
Meyer GG, Martin JB , Lange P(1967) : Elopement

from the open psychiatrc unit. J Nerv Ment Dis
144 : 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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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Elopement of Psychiatric Inpatients

Mun-Sang Ki, M .D., Myung-Kyu Kim, M .D ., Sang-Hak Park, M.D.

Naju National Mental Hospital， Chonnam
This study was a survey of all available hospital records pertaining to the 300 elopers of
psychiatric inpatients admitted at Naju National Mental Hospital during the years between
1991 -1993. The findings were compared with randomly selected control group of 300 in
patients who were admitted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demographic data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motivations, and results of elopement in these pa
tients.
Results were as follows ：
1) During 3 years, 308 of 4670 inpatients (6.5%) committed elopement.
2) Most of them were involuntarily admitted young male patients and they were likely to be
unmarried, unemployed, and high-school graduated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ir so
cioeconomic status were relatively low.
3) While the control group was mainly diagnosed as 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 most of
elopers was diagnosed as paranoid schizophrenia.
4) Clinically, elopers had chronic course of illness, frequent and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previous history of elopement than control group.
5) Patients in open wards showed more frequent elopement behavior than those in closed
wards. They were likely to elope during the strolling. Many attempted to elope on Thursday
when the family members visited them.
6) Most of the elopers were safely returned to the hospital and the management was simple
interview without restraint. Many of families were not unconcerned about the patient's elope
ment.
7) Elopement group were characterized by their severe psychotic symptoms(hallucination, de
lusion). poor relationship with treatment teams, and cold familial concerns. It was suggested
that the patient’s intrapsychic factor(42.8%)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elopement.
KEY WORDS ：Elopement • Psychiatric in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