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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5'5

봉

정신의학의 이론은 곧 정신 건강운동의 토대가 되는

이상과 같은 5 個項目의 社會事業 專n 敎育의 目的을

것이므로 정신 건강운동의 목적하는 바 개개인의 행복

살펴볼 때에 현대 정신의학과 정신 건강운동의

한 생활과 사회복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평화와

개인중심 의 치료와 문제해결주의 로부터 사회중심의

번영이 바로 정신의학 교육의

료적 공동사회 (Tlierapeutic Community) 를 지 향하는 사

목표라고 할 수도

을

것이다.

조류가
치

희 정신의 학으로 發展되어 가고있는 오늘날 社會事業家

사회사업 과 학생에게 가르치 는 정신의 학이 따로 있을
리 없고 또한 이영역에 나자신의 경험과 아는바가 많지
않으므로 단지 과거 수년간의 경험을 통한 나의 인상을'
적어 보기로 한다.

되어 있으며 講義와 實習을 通한 專門社會事業敎育을
이 6 個ᄎ學은 線合；
大學으로서 서울：
火

學校，梨花女子ᄎ學校， 中央ᄎ學校의

지 난 5 년간 各 ᄎ學 社會事業科 學生과 여 러 精神衡
生 施設의 現職者에게 ᄉ格發達理論, 精神病學, 異常心

現在 우리 나라에는 6 個ᄎ學校에 社會事業科가 設置
실시하고 있다.

의 活勤分驟도 그만큼 더 重耍하여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3 個ᄎ學이 있으

理學，■精神治療 및 精神衛生學을 講義하여온 經驗에서
얻은 所感을 적 어 보면 다음과 같다.
元來 社I t 事業이란 歷史的으로는 퍽 오랜 것이지만
現代的 奪門的 社숍事業이

始作된 것은 20世期初부터

며 各己 文理科ᄎ學의 所馬으로 되어있다* 다음으로는

의 일이고 그 以前에는 救護事業과 慈善事業의 範畴를

單科ᄎ學으로 春川의 聖心女子:大學, ：
大邱의 社會事業ᄎ

넘지 못하였었다.

學, 原州의 原州:大學이 있고 神學：
大學으로 서울의 中央

：
大戦과의 사이에 美國에서 의 社會事業教育은 많은 發展

神學ᄎ學에 社會事業科가 設置되어 있다.
創立年代는 梨花女子大향校가 1947年에， 中央神學ᄎ
^이

1930年代의 美國의 經濟 不最氣時時代와 第 2 次 世界

1953年에, 서울ᄎ學校는 1959年에 中央ᄎ學校는

을 이루었으며

個別社會事業(Social Case Work), 集團

社會事業(Social Group Work),

地域 社會組縱事業(Co-

1% 3年에 성심女子大學과 원주大學은 다같이 1964 年에

mmunity Organization), 社會事業行政 (SocialWork Ad

發足되었다.

ministration), 社命事業調査 (Social Work Research) 等

學校以外의 敎育機關으로는 보건사회부에

서 주관하는 국립 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원과 중앙신학
교에서 주관하는 고아원, 보육원，양로원, 정신요양원

의 領域이 强調되기 시작하있다.
社한事業敎育의 利.目으로는 ᄎ槪 基本 8 料目이라 하
여 「케 이 스 • 워어크j , 「그 릎 • 워어크」, 「
地域社會組織,

의 헌직자들에 대한 현지 훈련등이 있다.
모든 專門敎有이 그러하듯이 사회사업 전문교육의 목

社會事業行政, 社會調& ，醫學槪要，精神術生學」等이 디-.

적도 일반교육과는 多少差異가 있으며 자연목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社會事業과 尊門敎育이 6.25 動

영역에 제한되어 있고 주로 게인과 집단과 지역사회의

亂中에 輸ᄉ되면서부터 現代的 社會事業이

사회 직 기능을 유지 하고 증진시 키 는데 국한된다.

사회

며 近者에 와서 야 비로소 社會事業이 堆純한 慈善事業

사업가는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의 테두리 안에서 인하게

이 아니 라 적 廣範한 意義-S' 가진것이 認識되기 시작한

되 므로 사회 사업 가가 되 려는 사 람은

것 같다.

첫째 로 인 간의 성 장과 발.달에 관한 지 식을 가져 야 하고,

社會事業科 學生에게 神神衛生學이

始作되었으

講较되기 시작한

둘째로 사회와 사화활동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것은 社會事業領域의:指導者들이 美國에서 正規課程의

셋째 로 사회 복지 활동에 관한 이넘 을 이해 하여 야 하고，

敎育을 받고 歸國한後，美國式 敎科를 計劃한 뒤 부터 의

넷째 로 문제 해걸과 의사소통의 기술에 억숙하여 야 하고

일이고 겨우 6 乃至 7 年의 歷史를 가진 것이다.

다섯째 로 사회사업이 인간과 사회복지를 위한 직 입 이
라는 것올 뚜렷이 알게 되어야 한다.

今年度 8 月에 保健社會部主催로 社會福祉敎育硏鎖會
(Korvean National Workshop on Social Work Education
Concerned with the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

* 李風甚 中央神經姑•神科 醫院 踪長

menl:)가 열린바 있었으며 여기서는 韓國社會가 當面합

社會問題를 ᄎ別하여 아래와 같은 7 個項目을 採擇한바

衡生學을 執筆하려 는 마음은 懇切하면서도 無偽로 오늘

있다 . 即

에 이르게 되 었다, 其間講義하려고 힘쓴 範圈는 精神衛

1) 貧困, 後進性, 失職과 ᄉ口過剩의 問題.

生의 幸福한 ᄉ間生活에 있어서의 重要性,

精神儀學과

精神健康運動의 過去와 現在와 末來에 關한 考察, 先進
2) 少年 及 成ᄉ犯罪와 性茶亂.

國과 韓國의 精神健康運動의 比較, ᄉ格發達의 精神分

3) 施設保護; 嬰兒院，育兒院, 保育院，養老院 等 모

析學的理論, 精神防絮機制，精神病의 症狀學，精神病學

든 施設運營現況과 그 必要性.

各論 및 兒瓷期精神病,

治療學 特히 精神治療와 面接

의 技術에 對하여 其 全般을 간추려서 講義하려 고 努力

4) 貧民村과 住宅問題

하였다. 精神治療에

5) 家庭問題와 生活様®에 미친 封建思想의 影響.

關하여 는 齒科:大學에서 보다 오히

려 더 힘써 講義한 感도 없지 않다.
넷째로는 神經精神 醫學脅와 社會事業家 專r i 組缺ts

6) 保健과 醫療問題.

와의 보다 緊密한 提携이 디-.
7) 其他(例로서 心身]寧碍者問題等)

한 두사람이 直接的 또는 間接的으로 學生이나 現職
社食事業家에게 啓蒙活動을 할뿐 아니라 量的으로도 더

以上의 혔議內客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社會的,經濟的
與件으로 미 早어 社會學的 問題가 더 많은 比S 을 차지
하고 있으며 精神衛生의 領域이 輕視된 傾向이 있으나
討議結果는 社會事業科學生에게

ᄉ格의 成長과 發逮에

關한 理論을 더욱 强調하여 敎育하여야 겠다는 意見이
있었고 또한 精神衛生에 關한 社會事業專門家들의 關心
이 많이 增加된 느낌이 있었다.
- 우리 나라의 社會事業科 學生에 對한 精神醫學 및 精
神衛生敎育에 는 다음과 같은 몇기찌 問題가 存在한다•
첫째로 敎授陣.의 質的量的不足을 들 수 있는데 現在
* 韓神經精神醫學會自體가 아직 成長途上에 있는 關係
로 资格이 있는 敎授가 不足하며 資格이 있는 敎授라고
해도 報 酬 와

B 已自身의

生活問題로 말미 아 마充分한

能力율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社
會的, 經濟的 現實에

비추어 解決되려면 時間이 걸릴

問題일 것이다•

욱 增加되어야 하고 學會同의 協助도 改善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精神醫療 社會事業에 關한 認識이

에 關한 認識이 아직도 不足하여 心理療法과 카운세 링，

따라서

몇및 精神病院에 社會事業家가 일터를 얻게 된것은 祝
質하여 마지 않는다.
다섯째로는 社會事業家가 되려는 學生의 家庭背I I 과
ᄉ格構造上의 特殊性에 關한 問題이 다.
社會事業 領域의 專門家가 되려는 사람들은 醫學 特
히 精神醫學者나 心理學者와 共通된 內的問題를 기찌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統t t 的 正確性은 없으나 오회려
더욱 그렇지 않는가 생각된다.

精神分析學의 理論에서

考察할 때 罪惡感의 昇華機制에 對한 理解가 必要할 것
같다.
代代로 社會事業을 하여온 宗敎的背景을 가진 家庭벼
身이 많이 눈에 뜨이고 各ᄎ學의 社會事業家 學生間에
도 質的差異가 處區하며

둘째로는 學科時間數의 問題인데 精神衛生의 重 ®性

높아짐에

女摩生들은 男學生보다 亦是

卒業後의 社會事業界 進出率이 낮은것 같운 印象이다.
한가지 높이 評債될 特徴中의 하나는 社會事業家 學

그리 고 케이스 • 워 어크 等의 槪念이 一般에게 잘 把握

生들은 思考方式이 픽 現實的이고 社會活動 特히 社會

되지 못하고 있으며 時間表上으로는 精神醫學敎育이 ᄎ

資 源 (心的, 物的) 開發面에 能力이 醫師들 보다는 優秀

學에 있어서는 上級學年에 偏在하는 느낌이 있으며 現

한 것 같다. 故로 海外資源과 援助를 얻는다든지, 여러

職訓練者에 있어서는 10시간정도， 그러니까 두빈이나

가지 社會活動의 일거리를 찾아서 事業을 開拓하는 進

세 번의 강의로 精神衛生을 끝마쳐 야 하며 時間數가 絕

取性이 있는것 같다.

對 不足한 感이 있다. ᄎ學에서 는 오히 려 基礎學年부터

마지 막으로 그러 나 아마 가장 중요한 '問題는 精神醫

ᅳ般醫學의 槪要와 아울러 敎育함이 좋을것 같고 現職

學 敎育을 擔當하는 精神科醫師와 學生과의 對ᄉ關係일

訓練者에게■는 時間數의 培加가 要望된다•

것이다.

셋째로는 敎材의 不足이다. 過去 數年間 여러가지 社

精神科 醫師와 社會事業家는 다 같이 對ᄉ關係의 專

出版되 었으나 아직도 不足하

門家라고 할 수 있으므로 對ᄉ關係에 關한 專門知識을

고 精神衛生에 關한 圖書도 두어가지 있기는 하나 適當

가추어야 할 것을 두말할 것 도 r 없지만 이 麻p i知識음

하지 못한 感이 있으므로 不得己 講義와 實習이 ~ 定 한

赏際에 應用하는데 있어선 香者의 愤精的背章이 問題가

歌科書가 함이

되는 것 같다，

會事業領域의 專門書籍이

하여 질 수 밖에 없었다. 나自身 精神

于先 敎育者의 立場에선 모든 現實的 惡條件에도 不

어저도 精神醫學者의

積極的 參與와 協助가 있어야만

拘하고 誠意있는 敎育을 하기 爲하여는 敎育하는 이의

되겠고 이에 對한 土台는 結局 健康한 對ᄉ關係로서 이

ᄉ品이 問題가 될 것이고 우리가 精神治療를 計劃할 때

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에 醫師가 가추어 야 할 ᄉ格的 具備條件 即 衣食住의
安定과 心理學的 調和，眞擊性과 專門知識， 그리고 自
己ᄉ格에 關한 理解가 絕對로 重要하다.

頭序없는 말로서 社會事業科 學生에게 가르치는 精神
醫學이란 주어진 題目에 關한 私見을 紹介하였다.

이 問題는 非

參 考 : 實習機開名

單 社會事業家에 關한 精神醫學 敎育에 만 極限된 問題
따라서

1. Case W ork 機關 : 國立稱神病院, 首鄰陸軍病院, 中

筆者가 恒常 힘써 온바는 敎育者와 學生間의 對ᄉ關係

央精神病院，카토릭醫* ， 延世ᄎ附屬病院， 서울ᄎ

는 아니겠으나 重要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를 土臺로 하여 恒常 社會事業을 指向하는 學生들에게

學病院,

自己自身의 內的世界를 洞察하는 契期를 마련하여 줌으

C. C. F, C. P. S . , F. P. P . , S. C. F . , I. S. S . , C. W .

로써 ᅳ層 學習의 効果를 높여 주려는 것이었다.

S., 가족괜타一, 태희기독교사희관 기-정복지부, 恩

精神衛生에서 目的하는 바 幸福한 個ᄉ과 家庭과 社

惠院,

市立南部病院,

手足切斷再活院,

삼육원,

이화사회.관， 市廳兒童相談所， 市廳婦女課,

會, 그리고 世界平和와 ᄉ類의 福祉는 어느 한 환門分

女性會館, 韓國基督敎養子會，카나다 유니 타리 안奉

野의 孤立된 努力으로는 成就되기 어렵고醫學, 心理學,
社會學, ᄉ類學, 敎育學，法學， 그리고 政治行政 等等

仕會 •
2. Community O rganization 機關 : 赤十字社,' 保健

여 러 分野의 統整된 協同作戰으로 비로소 効果를 걷을

社會部, 女性會館，美國兒査救® 聯盟， YMCA, 韓

수 있는 것이나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의 하나로 尊

國社會福祉事業聯合會, K .A .V .A .

門分野의 競爭意識이디-. 醫療領域에 있어서는 歷史的으

3. Group W ork 機關 : 手足切斷再活院，YMCA, Y W

로, 傳統的으로 또 實力的으로 精神醫學者가 主導權을

CA, 신우관，赤十字支社，태화기독교•사회관，응암

가져 온 것이 事實이지 만 다른 社會事業 活動領域에 있

동사희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