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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격 인 地方自治制度의 실시로 地方自治團體들은 上意下達式의 

행정을 止揚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합한 행정을 지역 나

름 로 펼치게 되었다. 이는 保健醫療 역에 있어서도 외가 아니

어서 각 地方自治團體들은 지역실정에 합한 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

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地域住民들의 健康을 增進시켜야 할 의무를 가

지게 되었다.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최근 개정‧공포된 ｢地域保健法｣(1995. 12. 29.)

은 地方自治團體長으로 하여  4년마다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자체 으

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施行計劃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法 

제2조  제5조). 한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시‧군‧구에 ‘지역보

건의료계획 수립 지침’(1997. 6.)을 시달하여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

고 그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 으로 地方自治團體가 자체 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地域保健醫

療計劃을 수립하는 데는 경험과 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을 해 요구되는 지역

사회 진단방법과 지역내 보건의료의 수요‧공 에 한 분석  추계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해 자체 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행하여졌다. 保健福祉部의 地域保健醫

療計劃 樹立 指針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최종 인 결과물을 심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볼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그와 같

은 최종 인 산물을 생산하기 한 일련의 作業過程을 제시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해 여러 文獻을 고찰하 으며 서울시의 25개 保健所를 

상으로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 황, 문제   애로사항 등을 

악하 다. 한 외국의 모형, 우리나라의 실, 련 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모형을 설정한 후, 

서울시(廣域自治團體)와 서울시 강북구(基礎自治團體)의 地域保健醫療

計劃 수립 事例硏究를 병행하면서 실 인 조정을 거쳐 保社硏 모형

으로 확정하 다. 이 모형을 기 로 하여 수립될 서울시와 강북구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은 1998년도 반기에 완성될 정이다.

  한 附 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사례

를 수록하여 一線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해야 하는 實務 들에게  

도움을  수 있도록 하 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이 효과 인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하며 련 학계, 문가  정부 계 들과 지

역보건의료계획을 일선에서 수립해야 하는 담당자 등에게 一讀을 권

하고 싶다.

  본 연구는 당원 南貞子 副硏究委員의 책임하에 李相昊 主任硏究員

과 吳泳昊 主任硏究員이 참여하여 수행하 으며, 이들의 구체 인 擔

當 硏究分野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硏究調整  序論 (南貞子)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의 現況과 問題點 (南貞子‧李相昊)

  理論的 察 (南貞子‧李相昊)

  保健醫療 要‧供給 分析  推計의 理論的 察  實際 (吳泳昊)   

  韓國的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模型 (南貞子‧李相昊)

  結論 (南貞子)



  이 연구와는 별도로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한 硏究陣과 강북구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연구에 

참여한 硏究陣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과 기술 인 도움을 제공

하 다. 연구진들은 서울시와 강북구의 關係官과 자료수집을 해 많

은 도움을  서울시의 각 保健所長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文獻 察과 資料整理를 해 많은 도

움을  本院 尹强載 硏究員에게도 감사하며, 본 보고서의 원고를 읽

고 유익한 助 을 하여  본원의 鄭宇鎭 副硏究委員과 金珍洙 責任

硏究員에게 感謝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硏究陣들의 個人的 

見解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 둔다.

1997年 12月

韓國保健社 硏究院

院 長   延  河  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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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 硏究目的  內容

— 地域은 보건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직  틀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公共과 民間의 보건의료 활동을 조정하는 일을 

하기에 가장 합한 수 으로 강조되고 있음.

—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에 개정된 ｢地域保健法｣에서 地方自治團體

長이 매 4년마다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자체 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地方自治制度의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

역단 에서의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실

정임.

— 이 연구의 목 은 地方自治團體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실정에 합하고 지방자치제도 

이념에 부합하는 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 模型을 개발하기 

한 것임.

— 본 연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 어짐.

   ∙ 우리 나라 保健醫療計劃 수립의 황과 문제 을 악

   ∙ 외국의 保健醫療計劃의 수립  평가방법, 과정  내용 고찰

   ∙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 模型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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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硏究方法

— 美國公衆保健協 (APHA)의 지역보건의료계획(Planning for Community 

Oriented Health Systems), 미국 질병 리센터(CDC)의 패취(PATCH: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모델  그린(Green)의 리

시드와 로세드(PRECEDE & PROCEDE)모델에 해 이론 으로 

고찰함.

— 보건의료수요‧공  분석과 추계 결과에 따라 보건계획을 수립하며, 

要推定方法으로서 일반 으로 사용되어온 OLS나 Tobit model의 

검토를 통한 추정방법들이 醫療 要를 과소추정하거나 推定係數에 

편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해결책으로 2段階推定 方法을 

사용함.

— 미국, 호주  일본의 自治團體에서 추진하고 있는 地域單位 保健

醫療計劃樹立  推進事例를 附 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해 우리 나라의 황  문제 을 악함.

— 외국의 사례와 황 악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실에 합한 

地域保健醫療計劃 模型을 도출하며, 우리 나라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의 로서 서울시 ‘시민보건지표조사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연구와 ‘강북구 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를 이용함.

3. 地域保健醫療計劃에 한 우리 나라의 現況 

問題點 把握

— 바람직한 地域保健醫療計劃 模型을 수립하기 해서는 재 시행

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황과 문제  등을 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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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 나라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背景

— 1982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地域保健醫療計劃은 진료

권의 설정과 병상 수의 추계에 을 맞추었음.

   ∙ 당시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은 앙정부 단 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나 재 

地域保健醫療計劃의 계기가 되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1994년에는 농어 지역 보건소로 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

제출하게 하여 그에 따라 농어  의료기  기능보강을 한 자 지

원을 하 으며, 1995년에 保健所法이 개정되어 모든 보건소에서 地

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

  나. 地域社  參 의 側面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의 現況과 

問題點

— 성공 인 地域保健醫療計劃을 해서는 지역을 망라한 주요 단체

와 주민으로부터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地域保健醫療計劃 指針書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문가, 계 공

무원 등을 포함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를 구성토록 권장하고 

있음.

   ∙ 지역의 참여를 해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가 구성된 區는 

서울시내 25개 區 에서 14개 區에 불과함.

   ∙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가 설치된 區에서도 실제로 회의를 개

최한 회수는 매우 었으며, 향후 연간 회의 개최 계획도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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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14개 보건소  9개소를 차지하 음.

   ∙ 재 地域保健醫療計劃審議委員은 체로 련단체‧기 의 임

직원  문가에만 치 되어, 주민과 더 가까이 하고 주민

의 실상을 악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한 주민참여가 필요함.

  다. 地域保健醫療計劃에 必要한 資料의 現況과 問題點

— 지역주민의 건강수 과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요구와 보건의료서

비스의 要‧供給을 악하여 保健醫療計劃의 목표를 설정하기 

해서 지역의 우선순 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해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자가 직  수집하는 1次資料에 비해 이미 수집되어 있는 2次

資料는 신속하고 렴한 비용으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효과 인 획득과 이용이 요함.

   ∙ 재 국내의 각종 통계는 주로 국가수 이나 廣域自治團體 단

로 작성되고 있어서, 基礎自治團體 수 에서의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 死亡, 出生과 련한 人口動態資料는 체 으로 過 申告되고 

있는 데다가, 신고내용도 부정확하여 통계자료로서 가치가 낮음.

   ∙ 행 地域‧職場‧公敎 醫療保險으로 나뉘어진 체제에서 의료보

험자료는 해당지역 주민 부를 포 하지 못하여 표성이 떨

어짐.

  라.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指針書의 問題點

— 保健醫療計劃 수립에 있어서 앙이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틀

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상부의 틀에 맞추는 非自律的인 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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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醫療計劃이 되고 있음.

— 지역보건의료계획 作成指針書에서 요구하는 통계치를 基礎自治團

體에서 모두 수집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보건수요와 보건의료 공

 측의 합리 인 도출이 어려운 상황임.

  마. 保健所의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能力의 問題點

— 재 서울시 각 區의 保健所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을 지

도하고 기술 인 지원을 할 수 있는 大學이나 硏究機關과 같은 

문기 의 기술지원을 필요로 함.

   ∙ 기존 人口動態資料나 醫療保險 資料를 보건소에서 분석할 수 

있는 법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도의 문지식이 요구

되는 표본조사에 문가집단의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함.

   ∙ 地域保健事業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公共과 民間의 

력체계 구축, 련 문가의 개입이 요구됨.

—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는 데에 사업실무자들의 참여를 제도화

하여야 하며 이들에 해서는 사례 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함.

—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을 해서는 지역단 의 통계자료 수집‧분

석이 필수 이나 재 부분의 自治團體에서는 통계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 지역상황을 나타내주는 요한 기 자료인 地域統計를 담당하

는 門人力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基礎自治團體의 지역보건계획을 수렴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廣域自治團體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보건의 역 , 문 , 기

술  거 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이를 해 廣域自治團體는 계획수립을 한 정보 리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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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보건소를 지원하기 한 제반 보건시설의 운 , 地域

保健醫療計劃 평가과정에의 참여, 보건소 직원에 한 교육과 

사업에 한 재정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함.

4.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을 한 ｢保社硏｣ 模型

  가. 第１段階: 地域社  資源 動員  參

—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제1단계는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참여를 유도

하며,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임.

   ∙ 이를 해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조직을 찾아내는 것과 함께, 새로운 조직을 개발하여 地

域保健醫療計劃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는 지역에 한 所屬意識을 가지는 주민들이 보건의료에 

한 욕구를 공유하고, 그러한 욕구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 임.

   ∙ 지역사회를 정의내리기 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황에 한 

검토가 우선 이며, 이를 해 ‘地域社  現況表’를 작성하여 

기본 인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地域保健醫療計劃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지역내외의 단

체들을 조직하여 사업을 지지받아야 하며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지역내에서는 사업의 지지자들로 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 원

회를 구성하게 하여 지역의 자원지원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

며, 地域保健 向上, 健康增進活動 등에 서비스를 후원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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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결합시켜야 함.

   ∙ 지역외에서는 로그램을 효율 이고 지속 으로 실행하기 

한 기술  지원, 자문, 자료, 동기부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

과의 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保社硏 模型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음.

   ∙ 地域社  團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모든 사업과 련한 의사

결정을 내리며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 서비스‧사회단체 표, 

보건기 , 개인회사  기타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짐.

   ∙ 推進委員 :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련 實務責任 들 10

명내외로 구성되며, 保健所長을 支援하고, 실무진의 조직과 운

, 통제의 기능을 담당함.

   ∙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 지역주민, 보건의료 련기  단체 임

직원, 보건의료 련 문가, 계공무원 등 지역을 표하는 

20여명의 원으로 구성되며,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과 시행

계획, 평가 등에 한 심의를 담당함.

   ∙ 地域調整 : 保健所長이 맡게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정이 원

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각종 활동의 일정을 리하는 역할

을 함.

  나. 第２段階: 資料蒐集  分析

—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 악과 공 추계, 건강우선순 와 상

의 선택, 사업평가와 로그램 향상 등을 해서 지역사회에 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단 의 統計資料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標本調査를 통한 1次資料의 수집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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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量的인 標本調査와 더불어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質的인 자료를 수집해야 함.

— 표본조사를 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음.

   ∙ 世界保健機構(WHO) 西太平洋 地域 事務處에서 발간한 ｢健康의 

새로운 地平線(New Horizon's of Health)｣에서 제시된 生涯週期

別 보건의료목표와 이에 한 서울시 25개구 保健所長을 상

으로한 우편조사를 통해 목표별 요도와 추가될 목표를 선정함.

   ∙ 의 차를 통해 확정된 보건의료 목표를 地域保健醫療計劃에

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한 지표로 구체화하 음.

   ∙ 선정된 지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가구조사표, 이환조사표, 장

기활동제한 조사표, 2주간 활동제한 조사표, 외래의료이용 조사

표, 입원의료이용 조사표, 모자보건 조사표, 보건의식행태 조사

표 등 8가지 조사표를 개발하 으며 각 조사표에 한 조사 지

침서, 에디  지침서, 코딩 지침서 등도 개발하 음.

— 量的인 標本調査 외에도 質的인 자료수집을 해 지역 정책 계자 

 보건소 직원에 한 설문조사, 의료기   약국 설문조사, 보

건소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 음.

  다. 第３段階: 健康問題의 優先 位 選定  保健醫療 要‧

供給 分析‧推計

— 標本調査와 質的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역 보건문제의 

우선순 와 우선 근 상을 결정하기 해 분석됨.

—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우선순 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주요 死亡原因과 有病率이 높

은 질병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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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문제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死亡

統計 資料, 質的 調査資料, 標本調査 結果 등이 있음.

   ∙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死亡統計 자료는 全國單位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에서는 주민의 신고율  신고내용의 正確性을 제고

시킨다면, 洞別로 취합된 死亡申告를 분석하여 사망률, 주요사

망원인, 모성사망률, 아사망률 등을 산출해 낼 수 있음.

   ∙ 해당 지역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事業  향후 보강이 되거

나 꼭 실시되어야 할 사업에 해 보건소 이용자, 보건소 직원 

 정책 계자, 지역내 의료기  종사자 등의 의견을 모두 고

려하여 實施事業의 우선순  결정에 참고함.

   ∙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標本調査 결과를 비슷한 지역, 廣域自

治團體, 국자료와 비교하여 지역의 요한 건강문제를 악

할 수 있으며 어떤 집단이 사업의 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음.

— 서울시와 강북구의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에서 보건문제 우선순

를 설정하기 해 사용한 標本調査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병률과 질병발생률: 유병률과 질병발생률은 인구집단별로 질

병의 부담을 양 으로 나타내는데 쓰이는 것으로 보건자원의 

체 인 할당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

립하는 과정에서 社 經濟的 변수별 질병의 유형에 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장기  2주간 활동제한: 활동제한과 련한 지표는 질병으로 

인한 社 經濟的 손실을 산출하는데 유용하며 健康餘命을 계산

할 때도 필요함.

   ∙ 외래‧입원의료이용 실태: 保健所와 醫療機關에 한 이용률을 

산출하는데 유용한 외래‧입원이용 실태는 해당지역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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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정성 여부를 단할 기 을 제공하며 각 의료기 의 사

업  역할 정립에 활용이 가능함.

   ∙ 보건의식행태: 生活 樣式(life style)을 변화시킴으로써 험요인

을 감소시키는 것은 保健醫療計劃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한 

부분임. 따라서 지역별로 질병의 원인에 한 험요인을 확인

하고 이런 험요인을 이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야 함.

— 일반 으로 保健醫療 要分析의 목 은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각 요인들이 의료이용행 에 미친 향의 정도를 

측정하여 의료비 억제, 의료자원 재분배, 인구계층간 는 지역간 

의료이용의 비형평성 개선 등과 같은 保健醫療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음.

   ∙ 醫療 要推定을 근거로 하여 의료수요를 추계하고 그리고 필요

한 의료자원의 종류와 양을 결정함.

   ∙ 이 측된 의료자원수요와 의료자원공  推計値를 비교하여 보

건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醫療 要推定에 한 2단계 추정방법을 제시

하며, 醫療 要推計나 資源 要‧供給推計에서도 基礎自治나 廣

域自治團體의 保健計劃家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외부 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推計函數에 의한 방법도 제시함. 

  라. 第４段階: 保健醫療 서비스의 選擇과 實踐戰略 開發

— 효과 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지역 내의 병원, 

약국, 건강 리시설, 학교, 산업장 등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戰

略의 開發과 實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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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분야에서는 건강문제를 야기시킨 요인들의 減 策을 세우

고 이를 실천하기 한 여러 가지 활동을 쉬운 것부터 시작해

야 함.

—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효과 인 實踐戰略을 수립‧시

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함.

   ∙ 事業組織은 첫 단계의 홍보  구성 등 필요할 때마다 실무 을 

편성하는 매트릭스 시스템(matrix system)을 도입하여 이 수행

할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함.

   ∙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기 해서는 사업에 력할 수 있는 

地域社 의 개인이나 단체, 조직이 있는지 여부와 이들을 사업에 

어떻게 포함할 지에 한 문제를 각 과정 단계마다 검해야 함.

   ∙ 사업에 극 으로 참가하는 조직 외에도 건강 로그램이나 

상집단에 공식  는 개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潛在的 協力 로 삼아 지역의 모든 역에서 사업을 

확 시켜 나가야 함.

   ∙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각 단계마다 수시로 로그램이 한

지, 상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 

상집단과 지킴이(gatekeepers)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 임.

   ∙ 건강행동에 정  혹은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행

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인 動機賦 要因, 행동을 

취하도록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인 實行可能要因, 사람의 

행동을 보상하는 補償要因 등의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이들을 고려해야 함.

   ∙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악하고, 련 험요인을 악하 으

면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實踐戰略이 필요함. 커뮤니 이션

과 교육을 통한 건강행동 실천 유도인 敎育的 戰略, 공식‧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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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조직에서의 정책변화를 도모하는 政策的 戰略, 건강에 도움

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을 억제하는 

環境的 戰略을 세워야 함.

   ∙ 지역사회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와 사업을 

고려하여 재의 문제 을 개선시키고 발 을 꾀할 수 있는 인

력확충 계획과 시설  장비확보 계획을 세워야 함.

  마. 第５段階: 保健醫療計劃의 評價

— 地域保健醫療計劃에서 평가는 필수 인 요소임.

— 평가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全過程 동안의 경과를 모니터하며, 계

획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목 을 가지고 있음.

— 保社硏 模型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 어 짐.

   ∙ 進行過程 評價: 地域保健醫療計劃이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로그램 과정 동안에 실시하는 평가이며 문

제를 발견하는 즉시 조정을 하게 되는 평가임.

   ∙ 影響‧結果 評價: 향‧결과 평가는 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후 지역사회와 상인구에서 나타난 長短期間의 향

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임.

  바. ｢保社硏｣ 模型의 特徵

— 保社硏 模型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廣域自治團體나 基礎自治團體, 

硏究機關 등을 분리하여 각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세 기 이 상호 하게 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특징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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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治區의 區廳長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 인 保

健醫療事業을 계획‧추진함.

   ∙ 廣域自治團體長은 자체 保健醫療計劃 수립과 수행은 물론 基

礎自治團體長의 保健醫療計劃 수립  시행을 해 필요한 

산지원과 평가업무를 수행함.

   ∙ 韓國保健社 硏究院은 지역특성에 맞는 保健醫療計劃이 수립

될 수 있도록 廣域  基礎自治團體에 문 ‧기술  지원

을 함.

— 保社硏 模型에서는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 推進委員 , 實務作業

班 등의 형태로 지역주민이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의 과정에 참

여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기존의 2차자료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데에 제한 이 많기 때문에 

保社硏 模型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이 있지만 정확

하고 포 인 지역사회 건강수 을 악하기 해서 標本調査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保社硏 模型은 외국 사례검토와 우리 나라 황 악을 기 로 하

여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 실무자들과 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참

여와 자문을 받았음. 한 이론 인 계획 수립만이 아니라 廣域自

治團體인 서울시와 基礎自治團體인 서울시 강북구 地域保健醫療計

劃 수립의 실질 인 과정을 통해 模型을 出한 것을 특징으로 함.



第 1 章   序 論

第１節  硏究의 必要性  目的

  최근 제정‧공포된 ｢國民健康增進法｣(1995. 1. 5.)은 地方自治團體長으

로 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國民健康增進에 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한 ｢地域保健法｣(1995. 12. 29. 개정‧공포)에서도 지방자치단

체장은 매 4년마다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자체 으로 수립하고 매년 연

차별 施行計劃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5조).

  이들 法에서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 

地方自治制가 본격 으로 실시되면서 지역보건‧의료 업무 수행방식이 

종 의 上意下達式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保健事業을 자체에서 수립‧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地域保健計劃에 한 세계 인 동향을 살펴보면, 地域保健計

劃의 필요성은 一次保健醫療의 제기와 함께 지역의 요성이 부각되

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世界保健機構는 보건의료체계를 변

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직  틀로서 지역을 강조하고, 지역단 에

서의 계획수립과 지역내 인 ‧물  자원의 활용을 통한 정책의 실  

가능성을 주지시켜 왔다. 즉, 지역은 기획과 실행에 지역주민이 참여

하도록 조직하며, 공공과 민간의 보건의료활동을 조정하는 일을 하기

에 가장 합한 수 으로 간주되었다. 地域保健活動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을 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건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 인 地域保健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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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 기획, 조직, 평가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地域保

健計劃은 지역사회의 모든 역과 련되어 있다. 민간기업, 정부, 이

해집단, 보건의료직, 소비자들은 모두 地域社 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와같은 개념하에 1980년 부터 여러 나라에서 地域保健計劃을 수

립하기 시작하 다. 일본은 의료비 증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각 道都府縣에 地域保健計劃의 작성을 의무화하

으며 1997년부터 면 시행된 地域保健法에 의해 지역특성을 충분

히 감안하면서도 종합 인 보건서비스가 町村 지역을 심으로 제

공될 수 있도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의

료체계가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 보건활동의 하

나로 地域保健計劃을 수행하고 있으며 疾病管理센터(CDC: Centers for 

De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개발한 팻취(PATCH: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 등 몇몇 성공 인 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은 지역 보건행정

의 장기 비 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 , 保

健醫療機關 利用實態와 保健意識行態 등에 한 과학  정보에 근거

하여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그 내용에는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한 장단기 공 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리, 보건‧의료 달체계, 세부사업 추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단 에서는 保健醫療計劃 수립에 한 반

인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수립방법, 목표설정, 

기 자료의 수집과 해석, 정책 안의 마련 등 과학 인 과정을 거쳐 

체계 인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國民健康增進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계획과 地域保健法

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地域保健計劃은 그 내용이 복될 뿐만 아니라 

차와 시기에 해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실무자들에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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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과 으로 본래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 

엄청난 업무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었다는 비난도 크다. 그나마 농어

지역은 1995년부터 실시한 ‘農 村 서비스 改善事業’을 통하여 地域

保健計劃을 수립해왔으나 도시지역에서는 地域保健計劃을 실시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地方自治團體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地方自治制度의 이

념에 부합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해 실

시하 다.

第２節  硏究內容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 어진다. 첫째는 우리나라 保健

醫療計劃 수립의 황과 문제 을 악한다. 둘째는 文獻 察을 통해 

美國公衆保健協 , 질병 리센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保健醫療計劃

의 개념과 수립방법, 과정  내용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실정에 

합한 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고 評價模型(가칭 ｢保社硏｣ 模型)을 도

출하려 한다. 셋째로 도출된 모형을 각 단계별로 작성하는데 실질

으로 도움을  수 있도록 구체 인 작성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保社硏 模型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을 한 模型開發

— 지역사회참여 방안

— 지역보건의료 지표 생산체계 구축  수집방안

— 지역보건사업 분야간 우선순  선정방안

— 보건의료 서비스의 선택과 실천 략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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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추진방안

   ∙ 지역내 동원 가능한 보건의료자원 악

   ∙ 지역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  배분 방안  장단기 확충방안

   ∙ 지역보건의료기 과 민간의료기  간의 기능분담  발 방향

—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보건의료 

수요와 사회복지 수요와의 연계방안

  2. 地域保健醫療計劃 評價를 한 模型開發

— 사업추진과정에 한 평가 방안

— 사업효과에 한 평가 방안

第３節  硏究方法

  1. 地域保健醫療計劃에 한 우리나라의 現況  問題點 把握

  地域保健醫療計劃에 한 우리 나라의 황  문제  악을 해

서는 련 문헌고찰과 서울시의 25개구 保健所長  련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 理論 察과 事例檢討

가. 理論 察

  美國公衆保健協 (APHA)에서 최근(1996)에 발간한 地域保健醫療計

劃(Planning for Community Oriented Health Systems)에 한 상세한 검

토와 미국 질병 리센터(CDC)에서 개발하여 리 보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속 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팻취(PATCH)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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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층 인 고찰을 하며 보건교육 로그램 개발을 해 매우 有

用한 모델로 인정되고 있는 리시드와 로세드(PRECEDE & 

PROCEDE) 모델에 한 고찰을 한다. 

나. 事例檢討

  미국  일본의 自治團體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  보건의료계

획수립  추진사례를 附 에서 검토한다.

  3. 廣域  基礎自治團體의 保健‧醫療計劃 擔當   門家의

폭넓은 參 와 諮問

  文獻 察과 외국의 사례검토  우리 나라의 황 악을 기 로 하

여 우리 나라 실정에 합한 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模型을 도출

한 후 모형의 각 단계별로 구체 인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는 이 연구

와 거의 동시에 受託 硏究課題로 수행된 서울시(廣域自治團體)  서

울시 강북구(基礎自治團體)의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에 참여한 각 기

의 實務陳과 門家들의 폭넓은 참여와 자문이 있었다. 구체 으로

는 다음과 같다.

— 서울시 ｢ 民保健指標調査  健康增進 로그램 開發｣ 연구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련 문가들과 계 공무원들이 참여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단 의 보건의료 지표 산출을 한 표본

조사 방법, 조사표 개발, 조사결과의 제시방법, 우선순  선정방법 

등을 우리나라 실에 맞게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 ｢江北區 保健醫療計劃 樹立｣을 한 수탁과제는 保社硏 模型에 따

라 실시하고자 노력하 으며 地域保健醫療計劃 全過程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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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保健所法이 地域保健法으로 개정되면서 保健所가 심이 되

어 지역의 실정에 근거한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자체 으로 작성, 구체

인 시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地域保健醫療計劃에

는 할 지역내 보건의료 련 사항에 한 각종 통계의 수집  정

리, 할 지역내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악  측정, 수요를 충족시

킬 長短期 供給 策 는 誘  策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法 제3조). 이에 따라 保健所에는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보다 문 이고 기술 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章에서는 地域單位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작성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으로 地域

保健醫療計劃의 樹立과 련하여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과 

애로사항을 련 문헌과 지 실태조사를 통해 악하고자 한다.

第１節  우리 나라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背景

  우리 나라는 1982년 醫療傳達體系를 정립하기 한 지역 계획이 처

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때는 주로 診療圈의 設定과 診療圈別 病床數

의 推計에 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94년 農特稅의 신설과 이에 

근거한 농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한 략의 일환으

로 농어  보건소 심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이 이루어졌고, 이어 保健

所法이 地域保健法으로 개정되면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이 법 으로 의

무화되는 단계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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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82年 地域醫療計劃

  1977년 醫療保險制度가 도입되면서 의료수요가 격히 늘어났고, 

農 村이나 中 都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大都  지역과 같은 의료

서비스 이용기회를 요구하게 되어, 의료공   이용 체계상의 변화

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기 의 기

능분담, 의료의 지역화에 따른 診療圈 설정으로 국을 適正數의 診

療圈으로 구분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는 診療圈을 어떻게 

설정하고 구획을 정할 것인지, 그럴 경우 診療圈別로 病床數는 균형

되게 분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1982년 人口保健硏究院을 

통해 국 보건의료망 편성을 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2년의 地域醫療計劃은 앙정부단 에서 연구하여 지역

단 로 병상을 균  배치하기 한 시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地域醫療計劃이라 보기 어렵다. 즉, 地域醫療計劃은 지방

정부 는 지방의 계획기구가 자기 지역 주민의 필요도를 감안하여 

지역단 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때, 1982년에 시행된 醫療計

劃은 地域醫療計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단 의 자원배치계획을 마련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재의 地域醫療計劃을 계획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에서 1982년 계획을 地域保健醫療計

劃의 출발 이라 할 수 있다(이규식, 1997).

  2. 1994年 第２次 地域醫療計劃

  UR이 완  타결되고 1995년부터 WTO체제의 출범이 고되면서 農

民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해 農 村 發展을 한 特別稅가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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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재원의 일부가 1994～1998년까지 5년간 농어  공공의료기

의 기능보강과 농어  민간의료기  융지원을 해 사용토록 되었

다. 농어  공공의료기  기능보강을 한 자 은 농어 지역 보건소

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保健福祉部에서 이를 평가

하여 지역계획이 제 로 수립된 지역에 해서만 資金支援을 하겠다

는 계획으로 발표되었고 농어 지역 보건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地

域保健醫療計劃書를 작성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95년에

는 保健所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모든 보건소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이 의무화되기에 이르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地域保健醫療計劃

은 1994년부터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第２節  地域社 參 의 側面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의

現況과 問題點

  성공 인 地域保健醫療計劃을 해서는 지역을 망라한 주요 단체와 

주민으로부터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地域社  

資源을 확인하고 조정하며, 다양한 채 을 통해 자주 지역사회와 意思

疏通을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는 地方自治의 기본이념인 住民參 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地域保健法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

기 한 조항으로 法 제3조에서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과 련하

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련기 ‧단체  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地域保健法施行令 제2조 1항에서는 地域保健

醫療審議委員 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節에서는 地

域保健醫療計劃과 련된 지역사회 참여의 황을 살펴보기 해 우선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의 설치 황과 문제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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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域保健審議委員 를 통한 參  現況  問題點

  서울시 25개 보건소를 상으로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의 설치 

황에 하여 설문조사(附  Ⅰ-1 참조)를 실시한 결과, 1997년 11월 

재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區는 14개 區로 審議

委員  설치율이 5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表 2-1〉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設置 現況(서울 )

심의 원회 설치 구 심의 원회 미설치 구

14개구 11개구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가 설치되어 있는 14개 區의 경우도, 審議

委員 가 부분 1997년 하반기에 설치되어서, 審議委員  설치 이후 

회의 개최 회수가 한번도 없거나 1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향후 계획된 연간 회의 개최 회수도 2회를 계획하고 있는 區가 

가장 많았고, 4회 이하가 심의 원회 설치구 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심의 원으로부터의 의견이 제 로 반 될지는 의심스럽다.

〈表 2-2〉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의 年間 議 開催 計劃(서울 )

회의 횟수 해당 보건소 갯수

1회

2회

4회

5회 이상

수시로

1개 보건소

6개 보건소

2개 보건소

1개 보건소

4개 보건소

계 14개 보건소(심 원회 설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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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地域保健法施行令 제2조 2항에서는 委員 가 자문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 까지 심의 원회로부터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

태조사에 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한 사항, 地域保健

醫療計劃의 시행 등에 해  자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

직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地域保健醫療計劃 작성지침에 의하면 지역주민, 련기   단체 

임직원, 학교수 등의 보건의료 문가와 계공무원  련인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를 구성토록 권

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를 설치한 區에서는 14개의 보건소 

모두가 계공무원 에서 副區廳長, 保健所長을 원으로 했으

며, 그외에 6개 보건소가 敎育廳 公務員을 심의 원으로 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련 문가 에서는 14개 보건소 모두가 大學敎授를 審議

委員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의료 련기 ‧단체의 

임직원 에서 의사회(11개구), 한의사회(10개구), 치과의사회(10개구), 

약사회(9개구), 의료보험조합(8개구)의 任職員이 많이 되었으며, 

그 외에  간호사회, 양사회, 요식업 앙회 등과 같은 민간의료기 ‧

단체의 任職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에서는 14개 보건소가 모두 區議員을 審議委員으로 

했고, 의사, 약사, 새마을 부녀회, 녹색어머니회장, 안경사, 언론사 

표 등을 주민의 표로서 審議委員으로 한 것으로 악되고 있

다(表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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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3〉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現況

심의 원 소속 해당 보건소 갯수

 계공무원

구  청
14

보건소

교육청  6

 보건의료 련 문가 교  수 14

 보건의료 련
 기 ‧단체 임직원

의사회 11

한의사회 10

약사회  9

치과의사회 10

간호사회  3

의료보험조합  8

양사회  1

요식업 앙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지역주민

구의회 14

여성단체 연합회  1

변호사  1 

의사  6

약사  1

안경사  1

새마을부녀회  1

언론사  1

녹색어머니회  1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활히 수행되기 해서는 계획수립 과정을 

진시킬 수 있는 地域 調整 (local coordinator)로서의 保健所長의 몰입

과,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지역의 선도기 이나 지역단체  정‧ 계

인 등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수 이다. 이를 해서는 상공회의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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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자선단체, 공무원, 보건기 , 의료기 ,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이웃친목단체, 노인단체, 종교단체, 공공안 기 , 학교, 각종 문가 

단체, 사회서비스기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인사로부터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들의 일면을 보면 체로 보건의

료 련단체‧기 의 임직원  문가에만 상 으로 과 하게 치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들 역시도 地域住民의 

표이기는 하나, 주민과 더 가까이 하고, 주민의 실상을 더 잘 

악할 수 있는 부녀회, 어머니회, 이웃친목단체, 노인단체 등에서의 주

민 참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의 役割  問題點

  地域保健法 施行令(1996. 7. 13.) 제2조에 의하면 地域保健審議委員

의 역할로써 ①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한 사항, ②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한 사항,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한 사항, ④ 기타 ‧道知事 는 長‧郡守‧區

廳長이 地域保健醫療施策의 추진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해 자문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지역보건의

료심의 원회는 아직까지 구성단계에 있으며 본격 인 역할은 수행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 가 

그와 같은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지역보건의료추진

원회, 분야별 실무작업반과 같은 원회가 함께 구성되어 역할 분담

을 하면서 서로 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질병

리 센터(CDC)의 地域保健醫療計劃 모델(PATCH)에서는 이와 련하여 

지역사회집단, 추진 원회,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保健所長이 調整

로서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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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３節 地域保健醫療計劃에 必要한 資料의 現況과 問題點

  保健醫療와 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보건의료계획 과정의 각 단계

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기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목 은 첫째,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 과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요구를 악하기 한 것이다. 둘째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공 수 을 악하기 한 것이다. 셋째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保健醫療計劃의 목 과 목표를 설정하

고, 사업활동의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  평가의 지표로 활

용하기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地域社  保

健醫療事業의 우선순  결정을 해 사용된다.

  1. 地域社 診斷을 해 必要한 保健醫療情報  資料原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는 데에는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

에 련한 정보가 요구된다. 지역보건의료 수요 황은 해당지역 인구

의 크기와 특성에 한 정보, 보건의료 이용 황에 한 정보, 만성 

이환조사, 보건 의식  행태와 같은 健康問題調査를 통해 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공 황은 지역보건의료 시설  장비

황, 지역내 민간의료기   보건의료기 의 인력  산 황, 지역

내 병상수와 같은 자료를 통해 악이 가능하다. 

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해 必要한 情報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을 하여, 즉 지역사회 진단을 하여 필요

한 정보들을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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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人口

—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도와 인구 이동 상황, 향후 추계

— 체 사망자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 지역별‧산업별 인구구성비

— 가구수, 가구당 인구수, 가구구성

— 성별 출생률

  2) 社 ‧經濟指標

— 사회‧경제‧지리  특성

— 의료기 의 주민 근성

— 읍‧면‧동별 주요기   시설 황

  3) 地域의 保健醫療資源 現況

— 보건의료 시설수: 의료기 , 보건기 , 약국, 기타 보건 련 시설

— 보건의료기   시설별 보건의료인력 종류별수  련 종사자

— 지역내 각종 면허 소지자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양사, 조

리사, 치과 생사, 생사, 치과기공사, 안마사

— 주요 의료장비, 병상 황

— 집단 식소 황

  4) 關聯機關  團體

— 언론기 : 종류와 수

— 사회단체: 종류와 수

—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수용인원, 종사자수

— 각  학교수  학생수, 학교별 보건의료 련사항(양호교사, 식

인원, 조리/ 양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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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死亡力

— 10  주요사인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수

— 사인별 사망분류표

— 유아의 사인별 사망상황

  6) 疾病情報

— 지역의 10  질병별 유병률

— 일반 질병유병률: 암, 고 압, 뇌졸 , 당뇨, 퇴행성 염 등

— 정신질환 유병률: 치매, 독성 정신장애(알코올 독, 약물 독), 

정신박약, 정신분열증, 우울증

— 구강질환: 치아우식증, 치주염, 치은염

— 법정 염병의 1,000명당 발생률

— 사고발생률  지역내 총사망자 비율(농기계사고, 농약사고, 교통사고)

— 심신장애자의 발생률  지역내 총사망률 비율(정신박약, 지체장

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7) 醫療利用行態

— 의료보장 유형별 인구  의료비 지출 황

— 1인당 연간 외래 이용횟수

— 동일 시군내 의료기  이용률(친화도 %) - 외래  입원

— 타지역 의료기  이용률

— 1인당 평균 입원율

— 평균 재원일수 

— 연간 약국 이용률

— 연령별, 소득별 수진율

— 일인당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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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地域住民의 保健意識, 行態, 知識

— 흡연율

— 음주율

— 정기  운동실천율

— 정기검진율

  9) 地域住民의 要求度

— 지역주민이 바라는 삶의 질과 건강수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해하는 요인

—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보건문제

— 가장 원하는 보건사업 등

나. 資料源

  자료는 크게 1次 資料와 2次 資料로 구분된다. 1次 資料는 조사자

가 조사사업을 수행하면서 직  수집해야 할 자료이고, 2次 資料는 

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사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미 수집된 자료이다. 2次 資料는 일반 으로 신속하고 렴한 비용

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2次 資料의 효과 인 획득, 이용이 조사

의 성공에 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 2次 資料에는 통계법상의 지정통계, 승인통계, 신고통

계 등 국 으로 실시된 결과가 公表되고 있는 것 이외에, 각종 행

정자료나 는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결과 등이 포함된다.

  1) 統計法에 의한 承認統計

  인구, 사회‧경제지표,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사망력, 질병정보, 의료

이용행태, 보건의식행태 등과 련한 승인통계에는 인구총조사,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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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양조사, 의료기 실태보고, 보건소 

 보건지소 황, 국출산력  가족보건실태조사, 국민건강  보

건의식행태조사 등과 같은 통계조사들이 있으며, 부분이 국 내지

는 廣域 ‧道單位의 자료들로서, 廣域自治團體 保健醫療計劃 작성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附  Ⅰ-2 참조).

  2) 行政內部資料

— 인구자료: 주민등록 산자료, 출생신고자료, 사망신고자료

— 사회‧경제자료: 련 과의 내부 통계자료

  3) 醫療保險資料

— 의료보험통계연보: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 리공단에서 매년 발행

— 의료보험 여청구 산 일

— 지역의료보험조합 내부 통계자료

  2. 地域單位 2次資料의 問題點

  앞에서도 언 했듯이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로

는 인구집단의 크기와 특성, 보건의료상태와 문제 , 인 ‧물  자원, 

조직, 재정상태, 보건의료 련 황 등과 같은 보건사업 상 지역에 

한 자료  정보의 수집이 필수 이다.

  해당 지역의 인구크기와 특성에 련된 통계, 地域保健醫療 시설 

 장비 황, 지역내 민간의료기   보건의료기 의 인력  산

황, 지역내 병상수와 같은 保健醫療 供給現況과 련있는 2차자료

는 시‧도 통계연감, 국통계연감 는 보건소 내부자료를 참고하면 

基礎自治團體 단 까지 해당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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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 국내의 각종 통계는 주로 國家 水準 혹은 廣域自治團體 

단 로 작성되고 있다. 基礎自治團體 수 에서의 통계는 포 범 가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부분의 자료는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가. 死亡統計資料 利用의 限界

  死亡統計의 경우 1980년 이후부터 매년 사망신고자료를 분석하여 

死亡原因 統計年報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사망률, 모성사망률, 

태아사망률과 같은 WHO, OECD 요구 통계지표가 제 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국수 의 통계치만 발표되고 있으며 

基礎自治團體 수 의 사망정보는 발표되고 있지 않다.

  死亡, 出生과 련한 人口動態資料는 주민들의 자발 인 신고에 의

해 추정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人口動態事件의 과다한 불신고, 失期遲

延신고로 인하여 체 으로 過 申告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된 

것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입안을 한 신뢰도 높

은 통계자료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基礎自治團

體 수 의 死亡統計는 결국 해당 自治區에서 주민교육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율을 높여 자체 으로 산출해내는 방법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나. 醫療保險資料 利用의 限界

  醫療保險資料는 우리나라 체 국민의 罹患狀況을 표하는 傷病資

料이다. 그러나 유용한 傷病統計資料로 크게 기 를 모았던 醫療保險

資料가 의료비 청구서에 기재된 진단 질병명의 부정확성, 사람 수로 

집계되지 않고 진료건수로만 집계되어 단 인구당 疾病發生率이나 有

病率 산출이 불가능한 것 등의 문제 때문에 통계자료원으로서 유용성

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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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保險統計年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道 單位로만 자료가 제

공되고 있고, ‧郡‧區 單位로는 해당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基礎自治團體에서의 자료이용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해당지역의 주민들에 한 傷病資料를 악하기 해서 해

당지역의 산자료를 이용할 경우,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의 傷病資料

를 악하기 해서는 地域醫療保險資料 뿐만 아니라 職場醫療保險資

料, 公敎醫療保險資料 등이 필요하다. 단지 地域醫療保險資料에 의한 

그 지역 주민들의 傷病資料 악은 크게 왜곡된 결과를 제공할 가능

성이 크다. 왜냐하면 地域醫療保險資料는 해당지역 체 被保險 의 

30%정도만을 표하고 있으며, 地域醫療保險資料가 직장내지는 公敎

醫療保險資料의 정보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표성이 크게 떨어진

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지역 체 被保險 들의 傷病資料를 이용하고자 할 경

우, 地域醫療保險資料의 이용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해당지역

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러

나 職場과 公敎醫療保險資料를 이용하는 경우, 職場과 公敎醫療保險

에 가입되어 있는 被保險 의 근무지가 거주지와 다른 경우, 그 被保

險 의 의료보험자료가 거주지역의 의료보험자료가 아닌 근무지의 의

료보험자료로 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傷病資料로 이용하기 해서는 電算 照 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많

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다. 保健醫療 要 把握을 한 資料의 不在

  보건의료 수요 악을 해서는 건강조사, 보건의식행태, 주민의 요

구도와 련한 자료가 필요하다. 재 이와 련한 자료는 韓國保健

社 硏究院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國民健康  保健意識行態調査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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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것도 全國單位의 조사결과만을 제

공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시지역과 군지역으로만 나 어 분석하고 있

어 基礎나 廣域自治團體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보건소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

면, 基礎自治團體 범 에서의 보건의료 수요 악을 한 기존 2次資

料는 거의 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확보

해야만하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조사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第４節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 指針書의 問題點

  1. 上意下達式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指針

  地域保健法에 의하면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의 주체는 일선 보건소

이며, 각 시‧도가 보건소의 계획을 취합‧조정한 뒤, 앙정부가 다시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건소의 계획수립시 문가, 

유 단체  주민 표로 구성된 審議委員  설치, 地域保健醫療計劃 

公告와 公聽  등을 통한 주민의견의 수렴, 지방의회의 의결 등 다양

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은 외형 으로는 형 인 ‘下意上達式 

計劃’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指針(保健福祉部, 1996)은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 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이 부여되지 않은채 劃一的인 書式에 맞춰 記載하도록 되어 있어 여

히 上意下達式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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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保健醫療計劃 수립을 담당한 각 區 保健所長들은 상부(保健

福祉部)에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의 틀을 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틀에만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실정을 말하고 있다. 즉 자율 인 의료

계획의 작성이 아닌 상부의 틀에 짜맞추는 非自律的인 保健醫療計劃

이 되고 있다. 

  2.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指針書 要求 統計値 過多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指針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계치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地域醫療計劃作成 

擔當 들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 보건의료 공

과 련한 의료시설, 인력 등의 자료와 황 악을 한 자료는 보

건소에서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보건수요 추정을 해서는 標本調

査를 실시해야 하지만, 보건소의 능력으로 이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

직은 時機尙早로 여겨지고 있다. 한 의료이용, 有病率 악을 한 

醫療保險 자료는 區單位의 자료 추출이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있

다. 간단한 로 각 區에서는 재 職場醫療保險, 公敎醫療保險, 地域

醫療保險  醫療保護의 각 유형에 용되는 주민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악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자료는 區單位에서 악이 곤란하여 역단  자료의 비율을 이용

하여, 역으로 區單位의 각 醫療保障 유형의 주민수를 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指針書에서는 보건의료 공 에 한 장

단기 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에서 이에 한 합리

인 도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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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實際的인 實行 指針으로 活用에는 未洽

  地域保健醫療計劃 作成指針書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나열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제 계획 작성시 指針書로 활용하기는 부족하

다는 지 이 있었다. 계획작성 에 비해야 할 사항, 계획 작성 과

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해결방법, 계획을 원활히 실행하기 한 방

안 등과 같은 실행지침을 실은 指針書가 필요하다는 지 도 있었다.

第５節  保健所의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能力의 問題點

  1. 技術支援의 必要性 擡頭

  서울시의 각 區 保健所長을 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地

域保健醫療計劃은 재 일선 보건소의 인 자원구성으로 볼 때, 계획

을 자체 으로 수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 계획과정을 지도하고 

기술 인 지원을 할 수 있는 大學이나 硏究機關과 같은 문기 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부분

으로 지 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地域統計 作成을 한 技術支援

  지역사회 건강실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악하기 해서는 여러 종

류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며, 이 수집된 자료들은 분석되어 健康 優

先 位 결정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로그램 개발과 평가에도 사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재 보건소의 人的 資源만으로는 효과 인 수행

이 어려운 것으로 지 되었다.

  즉,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종 人口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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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傷病資料의 수집과 분석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법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 이다.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이 에 기존 人

口動態資料(출생, 사망)나 醫療保險 資料라도 보건소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 이 있었다.

나. 地域社  健康實態  要求度 調査를 한 技術支援

  기존 統計資料만으로는 지역사회 진단이 불가능 하므로, 標本調査

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標本의 

선정이나 조사표의 개발  자료분석은 고도의 문지식을 요하는 분

야이므로 련 문가 집단으로부터의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

이 있었다. 日本의 경우는 厚生省에 地域保健推進特別事業 豫算이 

있어 보건소가 학이나 문연구기 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경우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이 있었다.

다. 로그램 開發  實施를 한 技術支援

  확인된 건강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지역보건정

책, 서비스, 자원들을 검토하여 구체 인 細部事業을 계획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으나 효율 인 추진을 해서는 공공과 민

간의 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 매체를 이용한 

캠페인, 정책 주창,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細部事業들이 학교, 보건의

료시설, 사업장 등 여러 상황에서 실행되도록 하기 해서는 련 

문가들의 폭 넓은 介入이 요구된다는 지 이 있었다.

라. 評價過程에서의 技術支援

  평가를 통해 문제   개선 을 발견하여 로그램 개선이 適時에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의 現況과 問題點 49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評價基準의 설정이 매우 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합리 이고, 객 인 평가를 하여 기술지원이 요구된

다고 지 하 다.

마. 地域社  參  誘 를 한 技術支援 

  지역사회 참여 정신에 따라 지역단 에서 기존 保健關聯 資源의 활

용을 極大化하고 지역사회의 이익과 요구가 충분히 반 되도록 하기

해서는 지역사회 표자로 구성된 ‘各種 協議 ’ 는 ‘委員 ’를 

구성, 효율 으로 운 하는 방법에 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2. 保健所內 計劃樹立體系의 未確保

  地域保健醫療計劃은 결과도 요하지만 作成過程(planning process) 

자체가 보다 요하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이 地域保健醫療計劃에 

해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소 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數의 사람이 담하여 계획을 작성하거나, 

係長級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데에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참여를 유도하기 한 제도의 미비, 직

원들의 계획작성에 한 자신의 능력에 한 불안감 등이 주요 원인

으로 악되었다.

  指針書에 제시된 로 다양한 직종, 특히 事業實務 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계획작성을 주도할 직원에 한 실무교육이 

필요한데, 지 까지는 단 한차례 1일간의 교육―실제로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작성해야 한다는 통보―만이 있었다. 물

론 년 들어 國立保健院에서 1주일 과정으로 ‘保健事業 劃實務班(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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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신설하고, 간호사 교육과정에 2주일간의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앙에서는 보건

소장 등을 상으로 長期敎育過程을 개설하고, 실무자를 해서는 도

별로 순회교육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

도 이론보다는 실제 자기지역의 계획을 발표하고, 相互檢討하는 과정

을 심으로 해야 한다.

  3. 統計擔當人力의 不在

  지역단  통계자료의 부족은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에 많은 장애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地方自治制를 실시하기 에 국가와 각 地方

自治團體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 어야 했다.

  그러나 일선 ‧道는 地方自治制를 앞두고 체계 인 지역 통계 작

성을 한 담당 직원을 늘리기는 커녕 1994년 5월에 기구 축소를 이

유로 統計擔當官室을 電算擔當官室과 합쳐 2개의 係를 1개로 이거

나 아  없애 버렸다. 이 때문에 평균 9.3명이었던 15개 시‧도 통계 

담당 인력이 5.3명으로 었다. 이는 이웃 일본(94년도 재 57.5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통계 담당 직원이 2계 18명에서 1계 9명으로 었고, 경기도

의 경우는 8개 시‧군의 統計係를 아  없애 버렸다. 역시‧도 아래 

시‧군‧구로 내려가면 통계 담당 인력은 계획실 안에 설치된 統計係에 

係長과 직원 1명 등 단 2명만 있다. 그나마 통계 문직은 거의 없으

며, 직원들도 잠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재 있는 지역 통계는 그나마 그 부분이 시‧도 등 역단 의 통계이

며 그것도 地自體에서 만들기보다는 統計廳이 심이 되어 작성‧공

하고 있다.

  읍‧면‧동 단  통계는 人口住  總調査와 住民登 上 人口, 事業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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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 統計 등 3가지밖에 없다. , 地域別 所得(GRP)統計는 15개 시

( 역 포함)‧도에서만 작성되고 있을 뿐 시‧군‧구별 통계는 없다.

  그러나 이제 地方化 時代를 맞아 지역통계에 한 수요와 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地方自治를 제 로 하려면 지방 경제‧사

회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 지역의 통계를 地自體 스스로 작성, 활

용해 나가야 한다. 구체 인 人口構成이나 시‧군‧구 단 의 轉出入 

狀況, 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기본이며, 생산‧물가동향‧교통‧환경 등의 

地域統計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지와 같은 ‘삶

의 질’을 알려주는 社 統計도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실정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도 地自體의 고유업무다. 지방재정의 부도를 막고 합리

인 지방행정을 펴려면 地域統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地域統計는 그 지역의 상을 나타내주는 요 기 자료가 된다. 

이 기 자료가 잘 정리돼 있어야 그 지역의 中‧長期 開發計劃이나 정

책을 입안할 수 있고, 행정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다. 한 이같은 기

 비를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自治團體 수 에서도 門人力이 확

보돼야 한다. 종래와 같은 統計要員만으로는 효율 인 지방행정을 집

행할 수가 없다. 과학 이고 합리 인 지방행정을 해서는 지방 통

계조직의 확충과 문인력의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廣域自治團體의 役割 再定立  機能强化의 必要 

  우리나라의 지역단 와 행정체계를 고려할 때 시‧군‧구 단 에서 

작성된 保健醫療計劃은 건강증진 로그램과 같은 서비스의 개발과 

추진에 치우칠 수 밖에 없고, 보건의료에 한 정보의 수집, 해석, 평

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 이 있었다. 특히 同一生活圈에서 각기 다

른 保健醫療計劃을 작성하는 것은 논리 으로 矛盾이며, 시간의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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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지 도 있었다. 따라서 廣域自治團體의 기획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地域保健醫療計劃을 발 시키기 한 수단이라는 지 이 많았

다. 즉, 지 처럼 廣域自治團體가 基礎自治團體의 地域保健計劃을 수

렴하는 역할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지역보건의 역 , 문  그리고 

기술 인 거 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많았다.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작성과 련하여 廣域自治團體에게 요구되는 역

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基礎自治團體의 地域保健醫療計劃 작성을 지원하기 한 정

보 리와 조사‧연구사업이다. 시‧도의 保健指標를 비롯한 필요한 정

보가 基礎自治團體들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이를 基礎自治團體가 부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곤

란하다. 한 지역의 특수한 보건문제에 한 조사‧연구가 보건소 단

로 이루어져서는 단편 이고, 타당한 조사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

가 많으므로 시‧도 차원의 조사‧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

로 시‧도의 특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地域保健醫療計劃 指針書에도 시되어 있듯이 보건소를 지

원하기 한 제반 보건시설의 운 이다. 재의 보건사업이 慢性 行

性 疾患管理나 人問題로 옮겨가고 있는 을 감안하여 지방공사 의

료원을 문요양기 으로 개편하여 보건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보건시설의 정규모나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基礎自治團體別로 시

설을 건립하는 것이 부 한 경우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시설을 건립‧운 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廣域自治團體의 역

할  하나가 될 것이다.

  셋째, 地域保健醫療計劃書의 評價 역시 지 처럼 앙에서 일

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밝은 시‧도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計劃書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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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보다는 시‧도가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

역의 獨自性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보건소 직원에 한 인력교육, 사업에 한 재정지원 등이 필

요하다. 교육을 한 특화된 보건소의 운 , 前述한 地域保健計劃 실

무반의 운 , 시‧도 차원의 연수, 시범사업의 지원과 확산, 사업보고

서의 발간 등이 人力敎育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시‧도 차원에서

의 사업지원을 해 健康增進基金의 일부를 시‧도에 배정하여 시‧도 

차원의 특수사업을 실시하거나 앞선 보건소에 해 지원하도록 한다.

  서울시에서 今年에 실시하고 있는 ｢ 民保健指標 調査와 健康增進

로그램 開發｣은 지역에 근거한 기 자료가 거의 무한  상태에

서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작성하기 하여 겪는 일선 보건소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한 목 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第 3 章  理論的 察

第１節  外國의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方法 察

  1. 美國公衆保健協 의 地域社 에 基盤한 保健制度計劃

  美國公衆保健協 (APHA: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에서 개

발한 ‘地域社 에 基盤한 保健制度計劃(Planning for Community- 

Oriented Health System)’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계획들의 기

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模型이다. 사회의 다른 

역뿐만 아니라 保健醫療 역에서도 營利追求를 한 競爭이 극심해

지는 상황에서 ‘公共性’에 우선을 두는 地域保健計劃이 더욱 성공하

기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한 책으로 등장한 것이 APHA의 

模型이다.

가. APHA 模型의 特徵

  APHA의 模型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模型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公衆保健’ 領域

을 시한다는 이다. 여기서 공 보건은 지역사회의 행정을 담당하

는 地域政府와 같은 특정한 기  심의 保健計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地域保健을 해서 노력하는 조직, 개인, 기  등 모두의 활동

을 의미한다. APHA 模型의 두번째 특징은 포 인 모형이라는 이

다. ‘公衆保健’의 용어에 내포된 뜻과 같이 地域保健計劃은 지역사회

의 모든 역과 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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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간기업, 정부, 이해집단, 보건 문가, 소비자 등은 모두 지역사

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며 APHA의 地域保健計劃은 지역사회의 

모든 수 과 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APHA 模型의 세번째 특징은 

지역사회의 개념에서만 포 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서도 포

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地域保健活動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병발생을 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保健과 醫療의 全過程을 포 한다.

  마지막으로 APHA 模型은 經濟學 理論의 상당 부분을 借用하고 있

다. 기본 으로 이 모형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 供給

와 消費  사이의 계를 시하며 이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을 통

해 한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본다. 다만 過剩競爭과 營利追求 

지향으로 인해 기반이 약화되어 있는 미국 地域保健計劃의 상태에서, 

保健醫療傳達體系가 시장만으로는 잘 기능하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의 

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 計劃의 原則 樹立

  地域保健計劃을 세우기 해서는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지향하게 될 

일반 인 목표와 략 등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地域保健計劃

은 지역 상황에 합해야 하며 계획 수립 당시의 보건의료 우선순

뿐만 아니라 地域住民의 건강을 유지하기 한 장기 인 략도 포함

하여야 한다.

  地域保健計劃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배경으로써 APHA

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保健醫療 場의 性格 變化

  보건의료시장에는 供給 와 要 가 있다. 보건의료 달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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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성격은 供給 와 要 의 계에 따라 세가지 단계로 변화해 

왔다. 제1단계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 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한 

補償이 보장되는 시기 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한 사람은 은 상황이었으며 자연히 경쟁보다는 특정 

지역에 한 서비스와 補償의 獨占이 가능하 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 공 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공 자들의 독  지 는 무

지고, 시장을 통해 서비스 購買 와 供給 들이 경쟁하게 되는 제2단

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競爭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달은 몇가지 폐해를 가져

왔다. 競爭의 격화로 公衆保健이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業化되어 사

회의 역을 포 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상에서 제외되는 사회집

단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自由競爭에 한 한 리가 필요하

게 되었고 제3단계로서 서비스의 供給 와 要 간에 형성되는 보건

의료 시장을 유지하되 保健醫療傳達體系에 한 統制와 統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管理醫療가 등장하 다.

  2) 保健醫療 場의 危險性

  保健醫療傳達을 담당하는 시장은 要와 供給의 측면에서 각각 失

敗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능성에 비하기 해 필요한 것

이 地域保健計劃에 한 원칙이다.

  수요측면에서 보건의료 시장을 하는 요소는 소비자들이 保健醫

療商品에 한 情報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한 서비스가 무엇

인지 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不合理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험뿐만 아니라 문 인 정보를 갖춘 保

險 社나 雇傭 便益管理 들이 서비스 구입을 담당함으로 인해 地域

保健計劃이 원래 추구하는 목표를 상실할 험성이 있다. 즉,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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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이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서

비스 제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발생하고, 다양한 서비스 에서 일

부만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시장실패 험요소를 제거하기 해서는 管

理醫療를 통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시도하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분야까지 포 하는 ‘水平的 統合(Horizontal Integration)’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水平的 統合은 地域保健計劃 수립을 해 보건의료와 

계된 지역의 기 ‧단체들이 연계하고 력하여 가능한 서비스를 모

두 지역에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

기 한 것이다.

  보건의료시장은 공 측면에서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 獨占으로 인한 競爭의 不在와 過剩投資로 요약된다. 아직까

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單獨診療로 인한 독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반 로 어느 지역사회에서는 공 자들의 경쟁이 극심하여 같

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過剩供給되어 공 자들이 경제  어려움을 겪

는다. 즉, 單獨診療 지역에서는 공 자들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공

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는 가격이 책정될 험이 있으며, 過多競

爭 지역에서는 過剩投資와 서비스 重複으로 인해 공 자들에게 경제

 부담을 지우게 될 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해서는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와 垂直的 統合(Vertical Integration)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의

료기 이나 시설의 통합은 과잉경쟁을 막고 거래비용 감 등을 통

해 같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확 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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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地域保健計劃에서의 APHA의 原則

  APHA는 保健醫療傳達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비교  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재를 管理醫療 時期라고 보는 데에서

도 나타나듯이 保健醫療傳達體系는 시장기능만으로 제 로 운 되기

에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 기 때문에 保健

醫療傳達體系에 한 리가 필요하며 시장을 리하는 것을 計劃이

라 한다.

  보건의료시장의 성격변화, 수요‧공  측면에서 보건의료시장을 

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해 APHA 模型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으로 견지해야 할 것은 統合된 保健醫療體系를 통하여 

地域保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水平的 統合을 이룬 모형에서

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 과 단체들

이 연계하고 지역보건 증진을 한 력 인 계를 유지한다. 그리

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醫療商品 購買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에게 합한 서비스를 取捨選擇할 수 있다. 한 垂直的 統合을 

통하여 規模의 經濟를 이룬 지역사회는 지역내 의료기 들의 過剩競

爭을 방지하고 醫療商品 去來費用을 감하며 같은 비용으로 보다 많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PHA에서는 地域保健計劃의 수립을 해 ‘水平的‧垂直的 統合을 

통한 統合保健醫療體系 形成’을 원칙으로 제시하 다. 통합보건의료체

계를 통해 형성된 지역보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기반하며, 大地域

과 地域 보건의료 공 자 간의 조 계 보장, 진단에서 치료와 

방까지 보다 넓은 범 의 서비스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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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地域保健體系 設計

  앞에서도 언 했듯이 保健醫療體系가 비용이나 효과에 개의치 않

고, 過剩競爭化되고 業化되면 자원이 重複 投資되거나 환자들이 ‘이

익을 한 도구’로 매몰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

회나 주민들은 保健醫療傳達體系를 기본 인 公共서비스  하나로 인

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공 자들은 지역의 보건극 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地域保健體系 설계하는 조직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으나 본

질 으로 保健醫療傳達體系의 발 을 해서는 자율 인 하부조직들

과의 垂直的 統合과 력자들과의 水平的 統合을 이루어야 하며, 이

를 통해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APHA의 입장이다. 다음

은 地域保健體系를 설계하기 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 管理委員 의 構成

  地域保健體系의 설계를 해서는 원칙의 수립과 함께 이 원칙을 실

행해 나갈 管理委員 (Governing Board)를 구성하는 것이 일차 인 과

제이다. 병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수많은 利害集團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해 지역사회 통제에 개입하고 지역사회 우선순 를 결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地域保健計劃이 환자의 상화, 단기  

이익만의 추구, 자원의 복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잃

지 않기 해서는 지역경제단체, 지역정부 리, 이해단체의 표, 소

비자 등으로 구성되는 管理委員 를 구성하여 법하고 공정하게 地

域保健計劃의 수립에서부터 평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야 한

다. 즉, 管理委員 는 보건의료 공 자와 소비자, 지역정부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원회가 團體利己的 조직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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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地域優先 位의 決定

  APHA 模型도 다른 地域保健計劃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보건의

료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옳게 평가하고 그 요

구에 부응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의 제반 단체들로 구성

된 管理委員 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순 를 결정하

여야 한다.

  優先 位를 결정하기 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명확히 악하여야 하며, 주민의 건강상태나 지역문제 연구에 기반하

여 地域社  保健醫療問題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된 보건의료문제

는 지역사회에서 高危險集團과 優先集團을 확정하게 하며 우선순 와 

우선집단이 결정되면 地域保健醫療計劃이 확정되어 수행되게 된다.

라. 地域要求 評價

  우선순 의 결정을 해서는 지역의 상태를 정확하게 악하고 주

민들이 필요로 하는 要求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1) 罹患率

  罹患率은 지역의 건강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

로서 그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기 한 기 자료이다. 罹患

率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악이나 험집단 측정 등을 가능  하

고, 일차 인 서비스 제공을 해 필요하며, 地域保健 네트워크의 기

반이 된다.

  罹患率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罹患率 측정을 해서는 지역의 

人口學的‧社 經濟學的 특징을 기 로 하여 추정하는 방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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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망통계나 질병기록, 퇴원자료, 병원 진료비 청구서 등을 이

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優先 位 選擇時의 慮事

  罹患率이나 지역문제에 한 연구를 통해 지역 건강문제의 크기가 

조사되면 保健計劃 들은 우선순 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순 를 정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둘째,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이용가능한 실제 인 서

비스가 附合하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

비스라고 하여도 제공할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실 이 어려운 

卓上空論的인 서비스가 될 뿐이다. 셋째로 서비스의 接近度를 고려하

여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接近度가 떨어져 이용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는 再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서비스에 해서는 

그 生産性을 평가한다.

  결국 理想的인 우선순  계획과 결정을 해서는 상 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과거, 재, 미래의 모든 상태를 악하여 지역사회가 가

장 필요로 하는 우선서비스를 정하고 그 요구에 한 지역사회의 자

원의 양을 정확히 산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자원의 용량과 

유용한 자원에 한 완벽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마. 保健體系遂行 測定

  이상 인 保健醫療遂行體系는 우선순 가 높으면서도 지역의 자원

을 활용하여 실행가능한 서비스를 우선 으로 공 하는 체계이며 보

건의료 서비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생

한다. 따라서 진정한 保健醫療遂行體系는 그 실행뿐만 아니라 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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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수행체계 평가를 통해 공 되는 서비스가 

한지를 알 수 있으며 充足度 등을 평가하여 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까지도 조 하는 것이 가능하다.

  地域保健計劃의 궁극 인 목 은 지역에 합한 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방하는 것이겠지만 이와 더불

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도 몇 가지 목표들이 제시된다. 보건의료

서비스 수행이 목표로 하는 것은 接近性과 生産性, 醫療의 質을 높이

고 비용을 감하는 것이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평가하기 

해 사용되는 몇가지 지표들이다.

  1) 治療(診療)件當 診療費, 罹患日數當 費用

  이 두가지 비용이 낮아진다면 일단 醫療費用은 잘 조 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가 충실

해지는 것은 아니며 투자한 비용에 상응하는 生産性을 보 느냐가 投

資費用의 多 보다 더욱 요한 기 이 된다.

  2) 接近性

  接近性은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평가하는 가장 기 이면서도 

요한 기 이 된다. 여기서 接近性은 단지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서비스에 있어서 量的인 適合性, 治療의 受容可能性, 치료가 얼

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수행되었는가, 치료후의 滿足度, 보건의

료시설‧기회에 근하는 거리 등이 복합되어 있는 포 인 의미이

다. 따라서 接近性은 다음에 기술할 다른 여러 가지 기 들과 련성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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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利用度

  利用度의 기 을 세울 때는 주의해서 수행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일반 으로 보아 보건의료 서비스의 利用度가 높다는 것은 醫療의 質

이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利用度가 낮다면 醫療의 質 역시 낮은 

수 이란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女性들의 産前診

察 비율이 낮다면 그 지역 産前診察 의료의 질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利用度가 높다고 하여 정 이고 낮다고 하여 반드시 근

성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란 에 주의를 요한다. 특정한 질환으로 

인한 醫療機關의 利用度가 높다는 것은 지역에서 그 질환을 방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이용도가 낮은 

것이 방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利用度를 통한 평가는 여러 가지 정 ‧부정 인 면을 모두 고려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4) 場共有度‧病院活動力

  앞에서 管理醫療가 등장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서 過剩競爭으로 인

한 치료의 복과 자원의 낭비를 들었다. 場共有度와 病院活動力은 

지역사회에서 병원 등의 의료기 이 차지하고 있는 역을 나타내주

는 기 이며, 利用度에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신 하게 평가해야 

할 지표이다.

  場共有度(Market Share)가 높다는 것은 일반 으로 의료의 질이나 

의료기 의 서비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이 한 병원

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지역의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서, 결국 같은 서비스를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게 되어 資源의 過剩集

中으로 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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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病院活動力(Hospital Activity)은 의료기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

력을 알 수 있는 기 이 된다. 보통 病院活動力이 높다는 것은 의료

기 에 한 근성이 높고 醫療費用이 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정 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에 과도한 의료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5) 保有率(Retention Rate)‧醫療分散度

  保有率은 체 지역인구 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하기 해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인구의 구성비를 말하며 병원이 의료서비

스를 공 하는 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保有率이 높다면 지역사회에

서 자원이 정하게 분배되어 보건의료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醫療分散度는 각 보건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정하게 여러 의료기

에 분산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 이다. 保有率과 마찬가지로 醫

療分散度가 높은 경우에는 자원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정하

게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結論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들을 분석

하기 해서는 앞에서 언 한 指標들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그 기 들

을 一面的으로만 해석하고 용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수행

을 통해 지역주민이 일반 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結論을 내린다면 

이는 더 많은 의료가 필요하다는 증거로 보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증

가를 목표로 세울 수 있다. 그 지만 반 로 지역주민이 건강하지 못

하다는 것은 기존의 保健醫療體系가 非生産的이고 質이 낮기 때문으

로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서비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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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

와 안이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

지 기 들을 複合的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건강상

태 악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 質과 適合性의 모니터링

  地域保健醫療計劃은 停止된 활동이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용되는 가운데 더욱 그 質을 향상시키고 효과 으로 발 시켜 나가는 

動的인 활동이다. 따라서 보다 발 된 保健醫療計劃을 만들기 해서

는 계획자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에 한 리를 지속 으로 해나

갈 필요가 있다. 保健醫療計劃 들은 地域保健計劃 과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해야 할 일과 존재하는 

서비스를 하게 사용하는 일에 해서 모니터링하는 데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

  를 들어, 앞서 언 한 指標들로 분석한 결과 한 서비스가 효

과 으로 달되고 있다고 단되어진다면 이는 같은 비용으로 더 많

은 醫療受惠 들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과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로 지역에서 시 한 보건의료 서

비스에 자원이 투입되지 않은 채로 같은 서비스를 의료기 들이 공유

하고 있다면 이는 부 한 保健醫療體系로서, 改善의 餘地를 남기는 

것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質 評價(Quality Assessment)의 방법이 이용된다.

  1) 質 評價의 發展段階

  質評價는 지역보건 서비스의 質과 適合性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

으로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세우



66

기 한 방법이며, 지역보건 문제들의 명확화, 문제에 한 탐구, 개

선행 , 증명된 문제해결에 한 재평가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질평가는 ‘受惠 -供給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건의료 과정평가’라

는 흐름으로 발 하여 왔다.

가) 古典的 質 評價

  질평가의 방법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보여주었던 큰 특징은 地域

保健醫療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과정과 결과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즉, 

결과에 향이 반 되지 않는다면 과정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

으며, 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통제될 수 없다면 이에 

한 평가도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나) 傳統的인 質 評價

  地域保健計劃의 과정과 결과를 결합시킨 데에서 古典的인 質 評價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 傳統的인 質 評價에서는 이를 구체 으로 

발 시켰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과정을 보건의료 서비스 공 자들의 

공 행 로 보고, 결과를 수혜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결과물로 악한 

것이다. 

  원래 質 評價 接近은 의료서비스 공 자의 觀點을 시한 것이었

다. 그러므로 古典的인 質 評價에서는 공 자라는 한 측면만을 重視

함으로 인해 문제명확화에서 한계와 비효율성을 드러내었고, 환자들

보다는 의료기 의 간부들을 괴롭히는 문제에 이 맞추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傳統的인 質 評價의 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공 자의 과 더불어 수혜자의 간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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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連續品質改善

  공 이라는 과정상의 기 과 수혜자가 받는 서비스란 결과상의 기

을 연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質評價을 한  근이라 할 수 있는 連續品質改善(Continuos 

Quality Improvement)은 産業의 品質循環(Quality Circle)에서 아이디어

를 얻었다.

  連續品質改善은 地域保健計劃에서 특히 평가를 강조함으로써 이후

에 시행되는 地域保健計劃의 質과 適合性을 한층 발 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공 자측에서 보는 우선순

로의 統制表(과정 측면), 수혜자측에서 보는 우선순 로의 統制表

(결과 측면) 등 두 가지의 統制表가 작성되며, 地域保健計劃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管理委員 를 통해 이 두 가지 統制表는 지속 으

로 모니터된다. 다음으로, 사용된 지표들의 모니터를 통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표 화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와 

실제 地域保健計劃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管理委員 에서 종합하여 이

후의 地域保健計劃에서는 자원 재분배, 노동량 재조직화, 기 의 재정

의, 구성원에 한 인센티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를 

통해 地域保健計劃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危險要素의 調整

  모니터링을 통해 地域保健計劃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지역인구에 향을 미치는 험요소들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

써 보건의료서비스 공 자들에게는 한 비용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혜자들에게는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다. 危險要素의 調整 역시 品質循環의 과정처럼 연속 인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된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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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지표의 선택

— 2단계: 변수의 명확화

— 3단계: 자료의 획득

— 4단계: 획득한 자료들의 평균 산출과 분석

— 5단계: 평균에 한 평가

— 6단계: 평균을 통한 모형의 개선과 발

  와 같은 단계들이 週期的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평가과정을 거쳐

서 보다 지역에 맞는 험요소가 선택되어지고 地域保健計劃을 內實

있게 한다.

  2. 美國 疾病管理센터의 PATCH 모델

  팻취는 질병 리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가 개발한 모

델로서 미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 방 로그램의 

계획  수행에 사용하고 있다. 1980년  질병 리센터는 州  地方

保健機關, 地域社 集團과 함께 팻취(PATCH: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모델을 개발하 다.

  팻취모델에서는 지역사회 단 에서 건강증진을 한 실무작업 을 

구성하고 이들이 지역의 자료수집과 활용, 건강문제의 우선순  설정, 

仲裁計劃(Design Intervention), 효과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팻

취모델은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우선순 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

고 우선순 가 결정된 건강문제의 목표설정에도 사용될 수가 있으며 

노인인구 등 특정 인구집단의 保健要求度 측정 등에도 쓰일 수 있는 

融通性 있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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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팻취의 過程

  1) 第１段階: 地域社 資源의 動員

  팻취의 제1단계는 地域集團(Community Group) 推進委員 (Steering 

Committee)를 조직하고 地域 議(Community Group Meeting)를 개최하

며 實務團(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구성되는 조직은 지

역사회의 건강 우선순 를 악하기 한 작업부터 시작하며 이 단계

의 일부 내용은 팻취의 과정에서 지속된다.  

  이 단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체를 상으

로 팻취에 한 弘報를 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 지도자의 지원이 

필수 이다. 이 외에도 弘報實務團(PR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팻

취, 건강문제, 재, 참여기회 등에 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2) 第２段階: 資料蒐集  分析

  제2단계는 死亡과 罹患, 地域住民의 意識, 健康行動 등 3가지 종류

의 자료를 수집하기 한 실무진을 구성하여 첫 지역회의를 하면서 

시작된다. 이 자료는 실무진에 의해 분석되고 2단계 기간 에 열리는 

회의에서 발표되는데 지역사회의 주요 保健問題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한 기 자료가 된다.

  자료분석 결과 때로는 추가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健康行動資料는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토의가 있게 되는 3단계 기간 의 회의에서 발표된다. 2단계 기간

의 팻취 참여자는 자료분석 결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방법

을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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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第３段階: 健康優先 位決定과 象集團 選定

  이 단계에서는 健康行動資料나 기타 추가 인 자료가 검토되고 지

역사회집단에 제공된다. 지역사회 집단은 疾病이나 早期死亡을 할 

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社 經濟的, 政治的, 環境

的 요인을 분석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우선순 를 결정하고 상

집단을 선정한다. 험행동과 상집단에 을 맞추어 거기에 합

한 자원, 정책, 로그램을 확인하고 査定(Assess)하며 行動的 仲裁

(Behavioral Interventions)를 한 목표를 세우고 건강증진 략을 계획

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어떤 仲裁가 선택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4) 第４段階: 仲裁의 選擇과 實行

  이 단계에는 3단계에서 선택된 仲裁의 목표설정, 재  평가계획 

개발, 주요 활동에 한 일정표 비, 自願奉仕 의 모집과 훈련, 

재의 홍보와 실행, 재결과의 지역사회 통보 등이 포함된다. 이 기간

의 로그램 계획에 象集團을 계속 참여시켜야 한다.

  5) 第５段階: 評價

  評價는 특별한 과정이 아닌 팻취의 과정에서 지속되며 2가지 측

면에서 이루어진다.

— 팻취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 평가

— 팻취 재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확인

  첫 지역사회 그룹회의에서는 評價實務陣이 구성되어 팻취과정과 팻

취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에 한 모니터와 仲裁實務陣의 활동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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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돕는다. 그리고 재의 성공을 단할 수 있는 기 을 설정하며 

수집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 에 따라 분석한다. 분석결

과는 재를 개선하고 참여자에게 還流시켜 주는데 사용되어 팻취 진

행 도 에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나. 팻취의 主要 要素 

  팻취가 성공하기 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소가 필수 이다.

  1) 地域社  構成員의 參

  팻취의 고유하고 기본 인 특징은 범 한 地域社  構成員의 능

동 인 참여이며 이들은 사업계획, 우선순  설정, 지역사회의 건강문

제에 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 地域社  資料에 根據한 로그램 開發

  지역사회 건강실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악하기 해서는 여러 종

류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 자료들은 분석되어 健康 優先 位 

결정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도 사용된다.

  3) 綜合的 健康增進戰略 開發

  확인된 건강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정

책, 서비스, 자원들을 검토한 후에는 반 인 地域社  健康增進戰略

이 만들어진다. 학교, 보건의료시설, 사업장 등 여러 상황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大衆敎育, 大衆媒體를 이용한 캠페인, 政策 主唱, 環境改善 

등을 포함한 재들을 개발한다. 이런 활동은 행동변화와 건강행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되며 재의 목표를 國家單位의 2000年代 國

民健康增進目標(Healthy People 2000)와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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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還流와 改善을 한 評價

  適時의 還流는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이며 평가를 

통해 로그램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5) 健康增進을 한 地域社  能力 向上

  팻취는 複合的 健康 優先 位(Multiple health priorities)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속  과정이며 장래활동을 한 기 이 제 치에 놓일수 

있도록 건강증진 기술과 자원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둔다.

  6) 確認된 健康問題 解決을 한 팻취 使用

  에 기술한 단계들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한 과정이지만 優先 位가 높은 건강문제가 이미 선택되었을 경우에

는 각 단계를 거기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를 들면 특정 건강문

제에 심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을 모집하고 指針書의 형식을 수정

하며 특정 건강문제에 한 자료만 수집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地域

社  意見調査(Community Opinion Survey)에서도 선택된 건강문제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설문만 뽑도록 수정한다. 일단 팻취 과정

의 기 이 정착되면 추가 인 건강문제에 해서는 약간의 수정만이 

필요하게 된다.

다. 팻취 參

  팻취 지역사회는 지역, 지구, 군, 시 는 이웃이 될 수 있는데 팻

취 과정에는 일반 으로 질병 리센터, 주보건기 , 지역사회와의 相

互關係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각 집단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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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域社

  지역사회 팻취 은 세 종류의 同伴 로 이루어진다.

가) 地域社  集團

  이 집단은 모든 로그램에 해 토의  의사결정을 하며 다음 활

동에 해 책임을 진다.

  — 지역사회 자료 수집

  — 건강 우선순  선택

  — 로그램 목표 개발

  — 실무진에 한 서비스

  — 로그램 실행과 평가에 한 지원

  이 집단의 構成員은 시민, 정치인, 일반 지도자(lay leaders), 서비스 

조직의 표, 보건조직, 개인기업, 기타 지역사회 집단 등이다. 이 집

단은 12명에서 100명 정도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데 20명 내지 40명 

정도가 당하다.

나) 推進委員

  推進委員 의 역할은 지역사회 집단의 역할에 다음 내용이 추가된다.

— 地方調整 에 한 행정  지원

— 특수 임무를 한 실무진 구성

— 자원 확인을 한 지원

  推進委員 는 지역사회 집단으로부터 6명 내지 12명을 추천하여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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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地方調整

  地方調整 는 다음 업무에 해 책임을 진다.

— 지역사회 집단, 推進委員   實務陣의 훈련을 지원

— 각종 회의의 주선

— 기술지원

— 州 보건기 으로부터의 도움 주선

— 국가 팻취 네트워크를 한 지방 자 역할

  일반 으로 地方保健機關의 保健敎育擔當 인 地方調整 는 지역사

회를 해 팻취 활동을 지도한다. 地方調整 는 여러가지 임무에 있

어서 도움을 주며 팻취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기술구축을 

해 힘쓴다.

  2) 州保健機關

  주보건기 은 팻취 사용을 원하는 지역사회에 훈련과 기술  도움

을 제공한다. 한 팻취 州調整 를 지역사회에 투입하는데 그는 다

음과 같은 일을 한다.

— 각 지역사회의 실제 인 내부 재정자원(Actual and in-kind  financial 

Resources) 확인

— 州 보건기  내에 만성질환 방, 보건교육, 역학, 통계분석, 기타 

지역사회보건 련분야의 문가를 포함한  구성

— 지방 팻취 지역사회로부터 지역사회 자료와 進度報告書 수집

— 질병 리센터에 進度 보고

— 국가 팻취 네트워크 형성을 해 州接觸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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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疾病管理센터(CDC)

  질병 리센터는 건강증진 제공자에게 팻취에 한 자료 제공, 훈련, 

기술  보조 등을 한다. 질병 리센터는 팻취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들

이 항상 정보를 共有할 수 있도록 국가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3. 리시드와 로시드 모델(PRECEDE & PROCEDE)

  리시드모델(PRECEDE Model)은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Constructs in Educational  Diagnosis and Evaluation의 첫 자를 

딴 것으로 保健敎育 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 교육  진단과 평가

를 하기 해서는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誘 要因(predisposing), 强

化要因(reinforcing), 賦 要因(enabling)의 악이 요하다는 것을 제

로 하여 설정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마치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것과 같으며 최종 인 결과에

서 시작하여 최 의 원인으로 돌아오는 歸納的인 사고에 의해 개된

다. 차는 6가지 기본 인 단계와 2가지의 로그램의 효과와 결과

에 한 단계 등 모두 9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리시드 모델은 죤스 홉킨스 학의 住民保健敎育 로그램에서 교

육도구와 분석틀로 발 되어 왔다. 여러 분야의 연구와 경험으로부터 

한 자원, 로그램 계획자, 실행자가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

족시킨다면 保健敎育은 성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① 지역사회 소유에 기 한 문제발견과 해결

  ② 철 한 사 계획

  ③ 로그램과 련된 이론, 자료 확보  지경험에 기 한 意思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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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증 진

보건교육

보건정책 
및 조직

행동과
생활양식

환        경

소 인 요 인

강 화 요 인

부 여 요 인

건  강 삶의 질

5단계
행정적 진단

4단계
교육적 진단

3단계
행동적 진단

2단계
역학적 진단

1단계
사회적 진단

프리시드 모델

6단계
실  행

7단계
과정평가

8단계
영향평가

9단계
결과평가

프로시드 모델

  ④ 가장 합하고 실 가능하며, 특정 인구나 여건에 맞는 로그

램 확인

  ⑤ 複合仲裁戰略을 보완 이고 종합 인 로그램에 통합하여 조화

시킬 수 있는 조직 이고 주창 인 계획

  ⑥ 還流(Feedback)와 진도평가

〔그림 3-1〕 리시드‧ 로시드 모델

  PRECEDE 모델에서는 처음 4가지 제안을 原因效果關係 診斷을 

한 체계  틀 속에 넣고 나머지는 재, 향, 결과를 평가하는데 사

용하고 있다.

  PRECEDE의 창기 개발  시험은 주로 病院 外來에서 실시되었

고 그 후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산업장에 용시켜 연구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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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로 팻취 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PRECEDE Model의 

몇 가지 과정과 원리를 검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범 한 聯邦‧州‧

地域社  保健增進事業 경험으로부터 정책, 통제  조직구성을 한 

PROCEDE가 추가되어 새로운 이론으로 발 되었다. 팻취 로그램은 

이 모델을 범 한 지역사회 로그램에 용시켜 시험할 기회를 주

었다.

가. 地域社  定義

  질병 리센터는 팻취사업을 설정하면서 지역사회를 構造的‧機能的 

用語로 정의했다. 구조 으로 지역사회는 地理的‧政治的 境界를 갖는 

지역으로 군, 구, 도시, 도시, 읍, 이웃 는 블럭 등이며 일반 으

로 팻취는 農村과 疏外된 地域社 (Underserved Communities)를 상으

로 하고 있다. 기능 으로 지역사회는 동일감, 소속감, 공동가치  

규범, 의사소통, 상호부조의 특성을 갖고 있다.

나. 地域社  診斷

  非公式的인 힘이 흔히 정책입안이나 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公式

的인 힘보다 더 향력이 있다. 궁극 으로 로그램의 지리 ‧정치

 범 는 로그램 운 자의 단이나 감각에 맡겨야 한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文化傳統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와 지역

사회 이외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팻취로부터 얻어진 경험은 문화가 다양한 인구의 분석을 

해 센서스나 人口動態統計의 分解(Disaggreg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

었다. 마찬가지로 文化  社 經濟的 多樣性에 민감한 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사회 意思決定 의 分解가 필요하다. 州보건부, 학, 기

타 지역기 의 지원이나 기술  도움없이 健康增進이라는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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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독립성과 자원을 가진 지역사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地域社  健康增進의 성공을 해서는 州정부, 연방정부 는 

국제기 과의 효과 인 意思疏通 通路를 확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팻취의 핵심 략은 지역개발의 노력을 州 는 국가수 의 자원, 

는 이익집단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에 이 

맞추어져야 하지만 지역사회 로그램은 國家, 州의 노력과 연계되어

야 한다. 國家와 州政府 로그램의 일부는 앙에서 계획되어 지방

에 배치되는데 이 게 계획된 로그램은 요구나 자원이 다른 각각의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각 지역사회는 자신

들이 지역요구 査定, 우선순  설정, 해결책 마련, 로그램 소유 등

의 과정을 거쳐 지역 실과 문화에 맞는 계획과 개발과정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다. 水平的 統合

  팻취로부터 얻어진 경험은 地方保健部署 단독으로는 건강증진과 

련된 生活樣式 全般에 한 문제에 해 影響力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 한 권한과 자원은 지역기 의 聯合을 통해 가능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한 지역기 의 공동노력은 앙정부의 손길이 미

치지 않는 상황에 응하는 방법으로 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聯合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民主的 傳統을 유도해냈으며 

WHO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部門間 協力(Intersectoral Cooperation) 요구

에 한 반응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건강증진을 한 병원과 지역사

회 력의 同伴 接近法(Partnerships Approach)과 캐나다 國家 醫藥品 

戰略(Canada's National Drug Strategy)도 聯合戰略의 한 이다.

  지방단  이상에서 同伴 를 구하는 것은 지역내에 활용 가능하지 



理論的 察 79

않은 자원을 보완하기 해서 필요하다. 팻취의 강 은 公衆保健과 

豫防部門에서 세계 으로 公信力이 높은 질병 리센터가 참여하며 여

러 분야 지도자들(연방보건기 , 자원단체, 력단체, 국가교육 회, 

자선단체)의 도움과 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다. 이런 기 들은 

체로 州에서 지역사회까지 組織下部構造를 갖고 있는 것이 강 이다.

  국가기 들간의 連繫를 통해 질병 리센터 직원은 다른 부문 동반

자에게 팻취를 지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를 들면 協力團體의 지

도자는 州 는 지방보건지도자보다 州立大學의 지원을 진시킬수 

있는 유리한 치에 있다. 한 連繫로 인해 앙에서 지방까지 통일

된 팻취 달이 가능하다. 이런 연계의 하부구조를 강화하기 한 노

력은 Healthy Communities 2000과 같은 국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 垂直的 連繫

  리시드 모델에는 사회 , 역학 , 행동 , 교육 , 행정  진단단

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자원을 확인하게 된다. 지역사회에 기

하고 지역사회가 시작하는 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지방의 기 들은 자원이나 권한이 없어서 州와 앙의 도움없이 사업

진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서 州, 그리고 앙단 까지의 

連繫와 協力이 무척 요하다.

  PRECEDE의 행  진단단계 후에 劃家는 흔히 지역사회가 사업

을 착수하고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효과 으로 개입할 수 있

는 자원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참고로 PROCEDE에서는 지방자

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政治的 障碍나 組織體의 障碍가 무엇인지 확

인하고 지역사회가 州 는 國家에 요구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타진할 수 있는 정책분석을 추가하게 된다. 즉,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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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경험에 한 반응으로 PROCEDE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 정치, 

경제, 환경변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책, 규제, 조직 등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단계를 PRECEDE 模型에 추가한 것이다.

마. 地域社 가 管理하는 仲裁

  팻취는 國立保健院(NIH: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의해 지

원을 받던 몇몇 汎地域社  示範事業(Community-Wide Trials)에서 시

행된 것에서 오늘날에는 건강증진 로그램의 특수 상황, 즉 학교나 

高危險人口集團에 한 연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地域社  仲裁라

기 보다는 ‘地域社 에서의 仲裁’인 이 로그램은 자원집결, 재의 

수정, 실험  통제의 제고, 인구의 동질성, 비슷한 상황에 결과를 

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장 을 갖고 있다.

  어 든 팻취는 지역사회 자체에 의해 시작되고 통제되며 그 지역사

회에 기 한 仲裁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계획의 방향을 환할 필

요성을 느끼게 했다. 부분의 팻취 로그램은 高危險集團 는 制

度에 基礎한 接近法(Institutionally-based Approaches)과 지역사회에 기

한 근법 두 가지 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두 근법은 獨立的

이고 附加的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양쪽 다 건강문제를 감

소시키거나 지역사회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에 기 한 근법은 施設과 制度에 기 한 로그램을 보완 는 지

원하는 潛在力을 갖고 있다.

바. 地域社  健康增進의 規範的 次元

  PRECEDE 模型이 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팻취과정의 指針이 

되는 이론  제는 규범  향과 강화원리(Normative Influence and 

Reinforcement)이다. 건강행동 유도를 해 사회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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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防에서 지역사회 근법에 한 社 心理學的 正當化의 핵심이다. 

개인의 변화는 친구로부터 도움이나 모방에 의해 가능하며 同時代의 

다른 사람이나 환경  여건이 변화를 지지하는 경우 자신에게 의미있

는 사람에 의해 강화된다. 따라서 州保健部는 지역사회 주요 분석에 

건강문제의 행동  결정요인뿐 아니라 조직과 환경  결정요인도 포

함해야 한다.

단계 1: 첫번째 단계는 事業 象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質을 측정하

는데에서 시작된다. 주 으로 느끼는 삶의 質이 요한 지

표가 될 수 있으며 지역에서 경험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 인 

문제도 삶의 質을 악할 수 있는 尺度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악될 수 있다.

단계 2: 이 단계는 1단계에서 악된 사회  목표 는 문제에 기여

하는 구체 인 건강목표나 문제를 악하는 단계이다. 疫學

的 조사결과, 생정통계,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계획

수립자는 주요 건강문제를 악하고 優先 位를 결정한다.

단계 3: 이 단계는 가장 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로 선택된 건강문

제와 련된 행동과 환경을 구체 으로 악하기 한 단계

이다.

  처음 두 단계에서는 문제 체를 악하기 한 社 的, 疫學的 診

斷調査가 필요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행동이 건강에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기 한 행동진단이 요구된다. 

단계 4: 건강과 사회행동에 한 여러 연구에 의하여 특정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악되었다. PRECEDE 模型에서

는 이들 요인을 행동과 환경변화를 유도하기 한 健康增進 

로그램에 용하기 한 敎育的‧組織的 戰略에 따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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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분류하 다. 이들요인은 誘 要因(Predisposing Factor), 

賦 要因(Enabling Factor)  强化要因(Reinforcing Factor)의 3

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 유도요인: 행동에 한 동기부여

        — 부여요인: 동기의 실화 

        — 강화요인: 행동을 지속 는 그만두는 데에 한 보상이나 

벌칙 

第２節  地域社 의 保健醫療 要‧供給 分析  推計의 

理論的 察

  보건의료수요분석과 공 분석은 보건계획이나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이 된다. 그  醫療 要分析은 보건계획이나 보건정책수립에 

가장 심 이며 요한 첫 단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요분석결과

에 따라 보건정책과 보건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한 정확한 의료수

요를 추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수요를 추

계 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의료수요분석을 통해서 보건문

제를 악하고 는 보건문제 優先 位를 선정하거나 우선 상 등 

보건정책이나 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한 보건의료수요 추계에 

근거한 의료자원의 수요량을 산출하여 이 추계된 의료자원 수요량을 

의료공  추계치와 비교하여 長‧短期 보건의료 공 책이나 공공  

민간의 역할 분담 등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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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保健醫療 要와 保健醫療供給 分析模型

        

보건의료 수요분석 보건의료 공 분석

- 질병, 사고, 손상, 활동제한실태

- 의료이용  의료비

- 보건의식생태

- 보건의료인력의 공 분석

- 보건의료시설의 공 분석

  ∙ 의료기 , 병상수

  ∙ 의료시설  장비

- 보건문제의 우선순  선정

- 우선 근 상 선정

- 보건의료수요  공 추계

- 장단기 보건의료 공 책

- 공공  민간의 역할 분담

보건의료서비스의 선택과 

실천 략 개발

  1. 要分析方法의 理論的인 察

가. 保健醫療 要의 理論的인 모델

  처음에 부분의 의료수요분석에는 2가지 가정 즉, 의료는 다른 財

貨나 서비스와 다르지 않고, 의료시장에서 소비자의 행 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비자행 의 보편 인 모델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통 인 수요모델을 사용하 다. 傳統的인 要理

論은 간단한 산제약조건하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 화하는 수요방정

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론은 소비자의 목 은 산의 제약 하에서 

效用을 極大化하는 것이며, 선택은 가격, 소득,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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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격과 수요량간에는 역의 

계를 나타내고 의료와 재화구입 능력은 所得에 달려있다고 한다.  

다른 것이 일정하고, 의료가 보통재화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

는 의료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이론이다.

  1968년 Anderson이 行爲모델(Behavioral Model of Demand)을 제시하

는데, 이 모델 역시 통 인 수요모델을 조  확장한 것이며, 의료

이용에 한 취향(preference)에 향을 미치는 경제 인 요인과 다른 

요인을 분석하 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의료이용에 한 결정을 유도

요인, 부여요인, 그리고 의료필요도요인(Need Factor)과도 련시키고 

있다. 유도요인은 질병이나 증상을 감지하기 에 이미 의사를 만날 

것인지 아닌지 人口學的인, 社 構造的인 요인에 의해서 이미 존재한

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연령, 성, 결혼상태, 가족구성, 거주

지뿐만 아니라 질병에 한 믿음이나 의료의 효율성에 한 믿음 등

이 있다고 하 다. 부여요인은 의료이용을 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요

인으로써, 소득, 재산,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의료의 근성과 이용가

능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의료필요도요인으로는 자신이 인식한 

건강상태, 아  날 등이 있다. 이러한 통 인 의료수요모델은 醫療

의 特性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수요를 추정하 다는 단 이 있다. 즉 

의료서비스는 일반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의료서비스에는 不確實性이 내재한다. 질병에 걸릴 험, 의

료서비스의 정성과 효율성, 의료서비스에 한 잠재 인 가격에 상

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 둘째, 의료서비스에는 非 稱的인 정

보가 있다. 즉,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성질과 복잡성 때문에 의료서비

스를 평가하는데 의사에 비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

째, 의료이용을 하는 것과 련하여 外部的인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

이 염병에 걸리면 이 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고, 한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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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료이용을 하면 의료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넷째, 의료서비스는 기본 인 인간욕구이다. 모든 사람들은 소

득이나 지불능력에 상 없이 기본 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섯

째, 의료수요는 소비 인 이익과 投資的인 利益이 있다. 즉, 의료를 

구입할 때, 고통을 감소시키는 등 소비 인 이익과 건강한 날을 일하

는데 사용함으로써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투자 인 이익이 있다. 

여섯째, 의료수요는 건강수요에서 나오는 派生 要이다. 이것이 의미

하는 바는 의료수요는 의료생산성함수에서 다른 요소들에 한 수요

분석과 동시에 분석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곱 번째, 時間費用이 

의료수요에서 요한 요인이다. 즉, 가격은 화폐 인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나 의료기 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포함한다. 그래서 

의료수요분석시에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1965

년 Becker나 1966년 Lancaster와 Muth 등 여러 經濟學 들이 소비자행

이론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근을 시도하 다. 따

라서 가구는 효용함수에 직 으로 들어가는 기본 인 상품을 생산

하기 해 시간과 시장재화를 결합한다고 가정하 다. 1973년 Acton

은 價格效果로서 시간과 거리가 의료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하고 

시간비용이 소비자의 산에 반 되는 수요모델을 개발하 다. 1970

년 이후 의료는 그 자체를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해서 생산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두되어 Grossman(1972)은 이러한 健康 要에 

한 새로운 개념을 그의 연구에 용하고 Becker의 시간할당이론과 인

간자본개념에 근거하여 건강과 의료수요의 모델을 개발하 다. 그는 

인간은 健康資本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

소하는 자본재의 하나로 간주하 다. 그래서 건강자본의 손실을 막기 

해서 건강에 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에서 의료수요는 派

生 要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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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sman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서 생기는 이익을 의료이용에 따른 

고통의 감소와 같은 精神的인 利益과 건강해진 시간을 노동에 투입해

서 얻어지는 貨幣的인 利益으로 구분하고 화폐 인 이익은 없고 정신

인 이익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것을 소비모델이라 하고 반 로 

정신 인 이익은 없고 화폐 인 이익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것을 

투자모델이라고 하 다. 투자모델 하에서 연령의 의료수요에 한 효

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健康資本減 率도 증가하며 한 건

강자본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의료의 생산성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연령이 건강자본 감소율에 한 좋은 변수라면 연령이 증가하

면 건강자본수요는 감소하고 의료수요는 증가한다. 所得은 비근로소

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룰 수 있는데, 비근로소득의 효과는 모호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증가는 3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첫째, 총임 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의 限界生産性이 증가하고, 둘째, 일하지 않은 

날의 비용이 증가하며, 셋째, 개인이 건강자본을 생산할 때 집에서 건

강을 생산하는 것이 자신의 시간을 써야하기 때문에 의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의 3가지 효과에 근거하여 임 의 인상은 健康

資本에 한 높은 한계생산성 때문에 건강자본수요를 증가시키고, 

한 개인이 건강을 생산할 때 자신의 시간 신에 의료이용으로 체하

려고 하기 때문에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 교육은 건강자본의 限界生

産性에 향을 미치는데, 임 이 교육수 에 향을 받지 않는다면, 

교육이 가정생산과 시장재화의 사용에 차별 으로 향을 미치지 않

는다면 교육수 의 증가는 건강자본수요를 증가시킨다. 健康 要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 이라면 건강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수

요는 감소된다. 소비모델하에서는 건강자본에 한 투자는 어떤 貨幣

的인 이익이 아니라 재와 미래에 한 건강의 선호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재와 미래의 건강에 한 체성의 탄력도는 총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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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생의 주기뿐만 아니라 건강이 健康資本減 率의 변화에 한 반

응을 결정한다. 따라서 의료수요에 한 연령, 임 과 교육의 향은 

투자모델에서의 향보다 더 모호하다. 만약에 부가 인 彈力度 조건

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소비모델하에서 건강자본과 의료수요에 한 

연령, 임 과 소득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Grossman의 수요모델이 통 인 수요모델과 다른 은 Grossman 

이 에는 의료수요분석시 醫療 要를 소비자들의 최종 인 상품수요

의 틀 속에서 분석하여 의료수요는 가격, 소득과 취향(taste)에 달려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취향은 부분 으로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고 

하 으며 健康狀態는 외생 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Grossman의 모

델에서는 사람은 다른 상품의 소비수 을 선택하는 것처럼 건강수

도 어느 정도 선택한다고 가정하여 건강상태는 內生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 모델에 의하면 먼  건강수요를 추정한 다음 의료수요를 

추정한다. 연령이나 교육은 健康價格에 향을 미쳐서 의료수요에 

향을 다. 통 인 수요모델에서는 연령이나 교육수 이 취향요인

으로 들어가기 문에 그 향을 추정할 수 없었지만, Grossman모델

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향을 추정할 수 있다.

  Grossman은 소비자가 재는 의료의 質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미래

에는 의료의 질과 의료의 혜택을 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건강

욕구를 건강자본과 건강자본 감소율을 통해 모델에 포함시키려고 노

력하 으며 의료수요모델에 어떤 요인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한 

결정을 한 더 좋은 기 을 제공하는 건강과 의료수요모델을 개발

하 다 

나. 醫療 要推定方法

  의료수요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이용척도로는 의료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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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횟수, 재원기간, 그리고 의료비 등이 있다. 의료서비스는 量

的, 質的으로 아주 다양한데, 의료이용여부, 의료이용회수와 재원기간

은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의료비는 서로 다양한 의료기 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액으로 同質化시킨다는 장 은 

있으나 의료비는 가격과 이용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비의 변

이가 의료 이용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격에 의한 것인지 알 수

가 없다는 短點이 있다. 

  의료수요추정방법은 의료이용척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료

이용여부와 같은 이분화된 척도와 의료방문횟수, 재원일수, 의료비 등

과 같은 양  는 연속 인 척도로 구분하여 추정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二分化된 종속변수를 가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추정방

법으로는 선형확률모델(Linear Probability Model), Logit Model, Probit 

Model과 같은 질 인 선택모델(Qualtative Choice Model)이 있는데, 선

형확률모델의 경우는 두 번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사용해서 

異分散性과 二元化된 종속변수의 평균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은 문

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복잡하며 推定値가 정확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Logit Model과 Probit Model을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분화된 종속변수의 회귀분석 계는 다

음과 같다. 

iii XZ μβ += '*

 

에 의해서 정의되는 기본 인 反應變數 Z
*
가 있다고 가정하자. 실제  

Z
*
는 측되지 않고 측되는 것은 이분화된 Z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   0z   0z  ,1z   0 ** 된다이이면이고이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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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공식에서 보면 β‘ X는 E(Z|X)가 아니라 E(Z
*
|X)이다. 따라서 

prob(Z=1)=prob(μ>-β‘ X)=1-F(-β‘ X)이다. 여기서 F는 오차항(μ)의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이 경우에 Z의 측된 

값은  Z=1일 때 주어진 확률을 가진 이항 인 과정의 실 을 나타내

는데, 측치는 벡타 X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도함

수(Likelihood Function)를 갖는다.

  여기서 F의 函數形態는 오차항(μ)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오차항

이 정규분포가정을 한다면 Probit Model을 가지게 되고 F의 함수형태

와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오차항이 로지스틱 분포를 한다면 Logit Model을 같게 되고 

F의 함수형태와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오차항의 분포의 가정에 따라 Probit Model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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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Logit Model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양  는 연속 인 척도로 된 의료이용횟수, 재원일수 

는 의료비 같은 醫療利用尺度는 일반 으로 OLS를 사용한다. 는 이

러한 의료이용척도는 단 되었기 때문에 OLS를 사용할 경우 Yi(양

인 는 연속 인 의료이용측도)가 항상 보다 크기 때문에 오차항

이 언제나 -β'
X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오차항의 평균이 양이 되거

나 음이 되거나 는 이 된다. 따라서 Tobin은 이러한 問題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는데, 이를 Tobit Model이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양  는 연속 인 측도로된 의료이용횟수, 재원일수, 는 

의료비 등과 같은 의료이용측도는 단 되었는데 주로 측이 안되었

다기보다는 選擇問題가 있는 경우이다(Maddala, 1985). 따라서 이러한 

선택문제가 있는 수요방정식을 추정하기 해서는 먼  개인의 의료

이용결정을 방정식화해서 이 선택모델과 함께 추정해야 하는데, 이러

한 추정방법을 2단계 모델추정법이라고 한다. 推定方程式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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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Z는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에서 이원화된 종속변수

이며, 측되지 않은 연속변수 Z
*
의 실 을 나타낸다. y는 결과방정식

(Outcome Equation)에서 연속 인 종속변수이다.  

  이러한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Heckman이 제안한 2단계 모델추

정법과 MLE을 이용한 2단계 모델추정법이 있는데 後 의 방법이 前

의 방법보다 더 좋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유인즉,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은 이분산성오차항을 수반하고, 한 정규분포가정에 아주 민

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LE를 이용한 2단계 추정방법에 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라고 하자. 그러면 Z=0인 모든 경우가 1-Φ에 기여한다. 그리고 Z=1인 

경우는 다음에 기여한다.

  여기서 σ는 Z=1일 때 y*의 표 오차이다. 그리고         는 Z=1

일 때 Conditional Density Function이다. 의 공식은 선택될 확률에다 

z=1일 때 y의 density를 곱한 것이다. 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z=0인 모든 경우의 수식을 넣을 때, log-likelihood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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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로그우도함수 수식에서 보면 ρ가 인 경우 의 수식을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선택될 확률을 추정하기 한 Probit Model과 

선택된 표본에서 y의 期待値 값에 한 OLS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은 서로 공통 인 모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추

정할 수 있다.

다. 母數推定方法의 妥當性 檢定

  양  는 연속 인 척도로된 의료이용횟수, 재원일수 는 의료비 

같은 의료이용척도에 해서 사용하는 추정방법인 2단계 추정방법의 

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效率性 평가방법으로는 1984년 

Nelson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Nelson에 의하면, OLS의 계

수의 편향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상황, 즉 오차항의 상 계가 이 

아니거나, λ(φ(Z)/(1-Φ(Z)))의 추정치가 結果方程式의 독립변수들과 

서로 계가 있을 때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2

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2단계 추정방법은 분포의 가정에 민감하다고 한다. 따라서 정

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정해야 한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은 Chesher & 

Irish(1987)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hesher and Irish방법의 

기본 인 생각은 잠재종속변수 Y
*
에 한 回歸分析으로부터 표 화잔

차의 추정분포의 moments을 검정하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정하기 해서는 먼  4개의 moment residuals의 추정치

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정하기 해서는 행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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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를 계산하고 난 후, 종속변수를 1로 고정시키고 獨立變數를 행

렬 R로 하여 회귀분석하여 설명된 부분의 제곱합을 구한다. 이 수치는 

카이제곱분포(Chi-squared Distribution)를 하는 Lagrange Multiplier(LM)통

계치이다. 이 수치가 기각역을 과하면 정규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에

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保健醫療 要‧供給推計方法

가. 推計의 定義

  分析과 推計는 서로 연 되어 있는데 이는 분석을 한 후 추계를 하

기 때문이다.  분석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推計는 분석의 범주

에 포함되며 그러나 분석을 推定의 의미로 한정시키는 경우에는 추계

와 분석을 분리해서 독자 인 범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추

계방법이 추정과 연 되어 있지만 분석과 추계의 방법에 해 이론

인 설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분석과 추계방법이 연 되어 있지만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推計에 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으로 사용되는 정의

는 추계란 “과거와 재의 정보에 근거하여 장래 사건의 가능성에 

한 양 인 추정치”를 말한다. 이러한 추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공공과 민간정책수립을 한 지침이 된다. 추계를 하기 해 사용되

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주 인 추계방법과 

수량 인(객 인) 추계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主觀的인 推計方法

  이 방법은 門家들의 意見을 듣거나 는 推計하고자 하는 것과 

련된 상자들에게 質問을 하여 來을 豫測하는 방법이다.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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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장 은 추계하는 사람이 數學的인 지식이나 계량경제학 인 지

식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주 인 방법과 수량

인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 경험이 많은 문가는 수량 인 추계방법

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추계의 정확성에 기여 할 수 

있다. 主觀的인 推計方法은 주로 과거자료가 추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는 없는 경우와 그리고 추계 문가가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아주 장기 인 추계를 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短點으로는 主觀的인 方法에 의한 추계치는 편기

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의 變化에 따라 추계치가 일 되지 않게 다를 

수 있다.

다. 數量的인 推計方法

  이 방법은 단순한 수량 인 추계방법에서 복잡한 추계모델에 이르

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單純한 數量的인 推計方法

가) 가장 近 觀測置를 使用하는 推計方法

  단순한 수량 인 推計方法으로는 추계하고자 하는 다음 기간이 

재와 같을 것이라고 假定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추계방법

은 장래 추계치가 이  측치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Ft＝Yt－1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Ft는 t시 의 추계치를 나타내며, Yt

－1은 t-1시 에서의 측치를 나타낸다.  

나) 變化된 部分을 反影하는 推計方法

  두 번째 간단한 수량 인 추계방법은 가장 최근에 측된 변화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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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큼을 포함시키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t＝Yt

－1＋P(Yt－1－Yt－2), 여기서 Ft는 t시 의 추계치를 나타내며, Yt—

1와 Yt－2는 t－1시 과 t—2시 에서의 실제 측치를 나타내며, P는 

t－1 시 과 t－2시  사이의 변화의 부분을 나타낸다.

다) 多重推計方法

  한 모델이 언제나 가장 정확한 推計値를 제공할 것같지 않기 때문

에 추계방법에서 한 가지 이상의 추계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나온 

추계치를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추계치＝(추계치1＋추계치2)/2. 

  2) 移動平均法(Moving Averages)

  이 방법은 과거 측치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평균이 다

음기간의 추계치가 된다. 이동평균법은 자료가 安定的(Stationary)이고 

계 인 변동이 없을 때 한 방법이며 비교  은 자료의 양으

로서 추계가 가능하다. 移動平均法에 사용되는 간격은 자료의 주기나 

형태에 따라 다르다. 3기간 移動平均(Three Period Moving Average)은 

3개 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합하여 3으로 나 면 평균이 나오는데 이

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이 방법은 각 평균에 포함된 과거 측

치에 같은 가 치를 두는 방법이다.  

  3) 指數平坦化法(Exponential Smoothing)

  이 방법은 역시 이동평균법처럼 미래치를 측하기 하여 과거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자료에 추세나 계 인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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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 하다. 이 방법은 어떤 시 의 推計値는 과거 측치들에 

한 가 된 평균인데 오래된 측치보다는 최근에 측된 것에 하

여 보다 많은 加重値를 두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측치의 

가 치는 측치에 α를 곱한 것이며 그 다음에 최근 것은 (1-α)α이

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1-α)
2α이 된다. 여기서 α는 平坦化 常數라

고 하며 이것이 1에 가까우면 가장 최근의 측치에 큰비 을 두게 

되는 것이며 반면 0에 가까울수록 과거치에 큰 비 을 주게된다. 이 

방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t+1=αXt + (1-α)Ft

  여기서 Ft+1는 t＋1시 에서 추계치이며, α는 평탄화 상수 (0<α<1)

이며 Xt는 t시 의 실제 측치이며 Ft는 t시 의 추계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α를 결정할 때 한 기 은 RMSE(Root Mean Squared Error)

를 가장 게 하는 α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 으로 α가 0.05에서 0.30

일 때 단순평탄화 모델(Simple Smoothing Model)이 가장 하며 만약 

α가 0.3 이상에서 RMSE가 최소치가 나온다면 다른 推計方法이 더 

適正하다.

  이 밖에도 지수평탄화방법으로는 자료가 추세가 있는 경우에 지수평

탄화방법을 확장한 Holt가 제시한 지수평탄화(Holt's Exponential 

Smoothing)방법이 있고 추세와 계 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Holt's의 

방법을 좀더 확장한 Winter가 제시한 지수평탄화(Winter's Exponential 

Smoothing)방법이 있다.  

  4) 回歸分析에 의한 推計方法

  회귀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에 의한 추세 모델(Regress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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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Model)과 이론에 근거한 회귀분석모델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回歸分析에 의한 趨勢 모델

  이 방법은 자료가 상당히 일 된 趨勢의 정도와 그 추세가 선형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일련의 자료가 추세 외에는 다른 형태가 없을 때 

이 방법은 하며 보통 자료는 10개 정도의 觀測値가 있으면 충분하

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단기 추계에 하며 비교  단시간

에 추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추계하는 사람이 회귀분석에 한 지식이 

필요하며 한 추세가 非線型인 경우에는 좀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계 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자료의 양이 필요한데 일반

으로 4/4분기자료는 최소 16개의 측치가 필요하며 월별자료인 경

우에는 48개 이상의 측치가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시계열 자료인 경우 自己相關關係(Autocorrelation)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자기상  검정 방

법으로는 Durbin-Watson Test나 Durbin-Breusch-Godfrey Test 등이 있는

데 일반 으로 Durbin-Watson Test를 많이 사용한다. 오차항간의 상

계가 없을 때 DW 통계치는 략 2가 되고, 양의 상 계가 있을 

때는 DW 통계치가 0에서 2사이가 되며, 음의 상 계가 있을 때는 

2에서 4사이가 된다. 그러나 유의 할 것은 이 DW 統計値는 표본크기

와 독립변수의 수와 독립변수의 특정값에 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오차항간에 相關關係가 존재할 때 이에 한 해결방안은 자료를 變形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오차항의 상 계수를 이 측치의 

방정식의 양변에 곱하여 이것을 재 측치방정식에서 빼 다. 이것

을 회귀분석하게 되면 새로운 오차항은 더 이상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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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理論에 根據한 回歸分析方法

  이 방법을 사용할 때 필요한 자료의 양은 모델에 포함되는 독립변

수의 수와 각 獨立變數가 從屬變數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독립변수당 최소 10개의 측치가 요구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3개의 독립변수가 있다면 어도 30개의 

측치가 요구된다. 이 방법은 장‧ ‧단기 추계에 하며 季節的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가변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제는 독립변수를 추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장기계획을 

세우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방법 역시 시계열 자료인 경우에는 앞

서 언 한 自己相關關係를 검정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횡단면 자료

인 경우에는 異分散性(heteroskedasticity)문제도 검정을 해야 한다. 이

러한 이분산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는 Breusch-Pagan χ2
-test와 

White's χ2
-test 등이 있는데 일반 으로 후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

다. 만약 이분산성이 존재 한다면 가 된 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나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방법을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Box and Jenkins類型의 ARIMA 모델 

  ARIMA는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의 약자로서 

측된 時系列 資料가 서로 상 계를 같고 자기상 계의 정확한 

형태를 안다면 과거시계열자료로서 미래의 수치를 측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이 방법에서는 측된 시계열 자료를 自己相關關係와 

상 계를 가진 측된 시계열 자료를 측되지 않은 상 계가 

없는 오차항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모델의 일반 인 형태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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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ARIMA모델을 한 첫단계는 設定(Specification or Identi- 

fication)인데, 이것은 모델의 정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몇 차수로 할것인지와 각 유형에서 몇 개의 모수가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자료를 간단하게 도표화하던지, 표본

자기상 (Sample Autocorrelation)이나 표본부분자기상 (Sample Partial 

Autocorrelation)을 보고서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推定인데 이는 

에서 결정된 모델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마지막 단계는 推計인데 장

래의 어떤 기간의 자료를 측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모델

에 해서 타당성을 검정해야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모수의 

약(Parsimony), t-ratios나 잔차(Residuals)의 검토를 통해서 모델의 妥

當性을 검정한다.  

  이 모델을 사용하기 해서는 장기간의 시계열자료가 필요하며 

어도 50개 기간의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季節的인 변동이 있

을 경우에는 더 많은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방

법은 시계열 자료가 安定的이거나 는 변형하여 안정 일 때 자료의 

변동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 ‧단기 추계에 사용된다. 모델

의 설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추계하는데 시간이 더 소

요되고 이 모델을 사용하기 해서는 이 분야에 아주 기술 인 지식

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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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델選擇

  추계시 어떤 모델이 정한지를 단할 때 이용 가능한 자료의 종

류와 양, 그리고 자료의 形態가 요한 고려요인이다. 일반 으로 계

인 변동은 없지만 추세와 주기가 있는 자료에는 Holt의 지수평탄

화방법이나 回歸分析에 의한 接近法  선형회귀추세방법이나 인과회

귀분석법과 시계열분해방법이 정하며, 그러나 인과회귀분석에 의한 

근법이나 시계열분해방법이 선형회귀추세방법과 Holt의 지수평탄화

방법보다 더 정하다. 추세와 계 인 요인과 주기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Winter의 季節變動을 조정한 지수추세법이나 이론에 근거한 

회귀분석방법이 정하며 여기서도 후자의 방법이 더 하다. 계

인 변동과 주기 인 변동은 없지만 비선형 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비선형회귀추세법과 이론에 근거한 회귀분석방법이 하

다. 추계방법의  다른 평가방법으로는 추계의 正確度로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확도의 기 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사용되

는 5가지 지표는 MAD(Mean Absolute Deviation), MPE(the Mean 

Percentage Error), MAPE(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SE(the 

Mean Square Error), RMSE(the Root-mean-squared Error)이다. 이 각각의 

지표는 MAD=(∑|At-Ft|)/n; MPE=(∑(At-Ft)/At)/n; MAPE=(∑|(At-Ft)/At|)/n; 

MSE=(∑(At-Ft)
2
)/n; RMSE=[(∑(At-Ft)

2
)/n]

1/2.
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여기

서 At는 t시 의 실제치이며, Ft는 t시 의 추계치이며, n은 계산에 사

용된 기간의 수이다. 에서 언 한 基準指標는 수치가 을수록 더 

좋다. 따라서 은 수치를 나타내는 추계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는 ex post 추계치로서 추계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第 4 章  韓國的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模型: ｢保社硏｣ 模型

第１節  ｢保社硏｣ 模型의 出

  1. ｢保社硏｣ 模型의 槪要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保社硏｣ 模型)은 保健福祉部의 ｢보

건의료계획 작성지침서｣에 규정된 내용을 작성하기 한 방법을 상세

히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保健福祉部의 ｢보건의료계획 작성지

침서｣가 결과를 심으로 기술되었는데 반해 保社硏 模型은 과정을 

심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 다. 모형의 수립을 해 미국의 질병

리센터가 개발한 팻취(PATCH)를 주로 참고하 으며 련 문가들의 

자문을 거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최종 으로 확정하 다(그림 4-1 

참조). 

  保社硏 模型의 구성은 총 미국 질병 리센터의 팻취 모델과 같이 5

단계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으며, 제2단계의 ‘자료수집 

 분석’ 과정에서는 리시드(PRECEDE) 모델에 의한 지역사회진단

 기획원칙을 참고하 다. 한 生涯週期別 목표의 설정과 지표의 

선정을 해서는 WHO의 ｢健康의 새로운 地平線｣을 참고하 다.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을 한 保社硏 模型을 도식화 하면 아래

의〔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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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자치단체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기초자치
   단체

자료수집 및 분석

- 질병, 사고, 손상, 
  활동제한실태
- 의료이용 및  의료비
- 보건의식행태

- 보건의료인력의 공급분석
- 보건의료시설의  공급분석
   . 의료기관, 병상수
   . 의료시설 및 장비

보건의료 수요분석 보건의료 공급분석

    - 보건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 우선접근대상 선정

    - 보건의료수요 및 공급 추계 
    - 장단기보건의료 공급대책

    -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

      - 지역보건의료 장단기 목표 설정
      -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보건의료의 조직 정비

사업 실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선택과 실천전략 개발

사업 평가

- 사망과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행위의 변화

-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와 조직의 변화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도화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참여

협조체계 구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제5단계

   〔그림 4-1〕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을 한 ｢保社硏｣ 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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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제1단계는 지역사회의 資源을 동원하고 參 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며, 제2단계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

 악을 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2단계에서 蒐集

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건문제의 우선순 를 결정하고, 장단기 보

건의료의 공 책을 수립하는 過程이다. 

  4단계는 지역사회 건강문제  요구에 근거한 구체 인 보건의료의 

長短期 目標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실천하는 과정이다. 제5단계 評價는 全過程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過程이 수행되는 

동안의 경과를 모니터하고, 한 사업수행의 최종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保社硏 模型의 5단계에 해 구체 으

로 설명하고자 한다.

  2. ｢保社硏｣ 模型의 特徵

가. 協力體係의 構成

  地域保健醫療計劃을 효과 으로 수립하기 해 시‧도지사(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韓國保健社

硏究院은 計劃의 수립과 실행의 과정에서 긴 히 력할 수 있도

록 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세 기 은 각각 다음과 같은 役割을 

수행하며 상호 하게 력한다.

  1)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 인 보건‧

의료사업을 계획‧추진한다.

  2) 시‧도지사( 역 자치단체)는 자체 保健醫療計劃 수립과 수행은 

물론 자치구 구청장(기  자치단체)의 保健醫療計劃 수립  시

행을 해 필요한 산지원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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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保社硏｣ 模型의 協力體係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의 지원과 평가 자체 보건의료계획 수립

1. 기술  지원

   ∙보건의료지표조사(기 자치

단체별 결과 분석 제공) 

  ∙ 로그램개발

2. 재정  지원

3. 기 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1. 보건의료지표조사

     (보건의료수요측정)

 2. 보건의료에 한 장단기 

공 책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리

 4. 통계의 수집  정리

3) 韓國保健社 硏究院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학 인 保健醫療計劃

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  기 자치단체에 해 다음과 같은 

기술  지원을 한다.

   — 조사, 연구의 산확보를 한 연구계획서의 작성 지원 

   — 標本調査의 실시  조사결과의 분석

   — 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의 진  지역담당자에 한 연수

나. 地域社 의 參 誘

  地域保健醫療計劃이 성공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지역사회 주민, 

단체나 기 들의 참여가 매우 요하다. 保社硏 모형에서는 지역주민

의 참여 활성화를 해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조직의 표자들을 참여

시켜 그들의 의견이 반 되도록 한다. 컨데, 江北區의 경우, 지역보

건심의원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추진 원회  실무작업반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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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의 과정에서 

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다. 標本調査(Sample survey)를 통한 地域保健醫療 指標의 生産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진단을 한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지역사회 리더를 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 이  標本調査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기는 하나, 가장 정확하고 포 으로 지역사회 건

강상의 문제를 악할 수 있다는 에서 保社硏 모형에서는 지역사회

진단을 해 標本調査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２節  地域社 資源 動員  參

  地域保健醫療計劃의 제1단계는 地域社 를 定議하고, 參 를 유도

하며,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는 지역주민

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직을 찾아내고 개

발하는 過程이 포함된다.

  성공 인 사업 수행을 해 필요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우

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槪括的 評價를 내려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 한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조정해야만 한다.

  保社硏 模型이 成功的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地域을 망라해 조직

과 개인으로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요하며, 이를 해서는 다양한 채 을 통해 지역사회와 빈번하게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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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疏通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을 망라한 자원과 지지에 한 

력을 유도할 수 있고, 로그램을 효율 으로 運營하기 해 필요

한 지역사회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

  1. 地域社 의 定義

  地域社 는 지리  경계, 정치  경계, 는 인구통계  특성에 의

해서 정의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자료들이 지리 ‧행정  단 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지리  경계에 따라 地域單位를 정의내리는 것

이 자료수집에 있어 유리하다. 地域保健法에서는 基礎自治團體인 시‧

군‧구와 廣域自治團體인 시‧도를 기본 인 지역사회로 제하여 각각 

長短期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

에 따라서는 몇 개의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지역사회로 정의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단 가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주민들이 保健醫療에 한 

욕구를 共有해야 하고, 그러한 욕구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자

원을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 지역사회 構成員은 지

역에 한 所屬意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은 일체

감, 共有된 가치, 규범, 의사소통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들 자신

을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해야만 한다. 

  지역사회를 정의내리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을 이해하기 해

서는 그 地域社 의 現況에 한 검토가 우선 으로 요구되며, 지역

사회의 황을 악하기 해서는 기본 인 인구통계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人口社 的 特性은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한 최선의 근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를 들어, 家計

의 平均 所得水準은 지역사회의 경제  상태를 악하는데 도움을 주

며 그를 통해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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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평균 교육수 은 설문지(조사표)나 유인물, 홍보자료 등의 수

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지역사회 現況把握을 해서는 아래〈表 4-1〉의 지역사회 황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 부분의 자료는 統計廳의 인구센

서스 자료  보건소 내부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 


〈表 4-1〉 地域社  現況表

구(시) 명:                                                      

담당자:                                                          

화번호: (    )      -            팩스: (    )      -          

자료의 출처:                                연도:               

면 :              

총인구:              

생활보호 상자(%):                             

※ 연령분포

구 역시

연령 주민수 % 연령 주민수 %

 1세 미만   1세 미만

 1～ 6세   1～ 6세

 7～18세   7～18세

19～64세  19～64세

65세 이상  65세 이상

총인구 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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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가구소득:

구 역시

소득 주민수 % 소득 주민수 %

 50만 이하  50만 이하

 51～100만  51～100만

101～150만 101～150만

151～200만 151～200만

201～250만 201～250만

251만 이상 251만 이상

※ 교육수   학생수

교육수 (명) 학생수(명)

구 역시 구 역시

등학교 졸업 등학교

학교 졸업  학 교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학교 졸업  학 교

※ 종교

구 역시

종 교 주민수 % 종 교 주민수 %

불    교 불    교

기 독 교 기 독 교

천 주 교 천 주 교

기    타 기     타

종교없음 종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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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參 誘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우선 기존의 地域團體를 

확인하여 그 단체들이 地域保健醫療計劃의 각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는지, 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행하기 한 조직 구성에 

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지역단체가 그럴만

한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地域團體를 물색하거나, 組織해야만 한다.

  保社硏 모형에서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을 후원할 수 있는 지역의 

력기 이나 단체가 필수 이며,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추진시킬 수 있

는 保健所長의 열의와 시간도 이 모형의 성공 인 수행을 해서는 

요하다. 한 후원과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 이나 조직, 지역사

회 지도자, 지역 유지, 정‧ 계 인사 등으로부터의 支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러한 참여와 지원은 지역사회 내외를 월한 것

이어야 하며, 지역단체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各種委員 에 참여하는 

다양하고, 범한 회원수는 이 모형의 성공  수행을 보증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개발할 時間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地域保健醫療計劃을 후원할 수 있는 協力機關을 규명하는 일은 

요한데, 력기 으로는 학, 종합병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保健所

長은 地域調停 로서의 지 를 맡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지역조정자로서의 保健所長은 그 역할을 다하기 해 ‘事業의 支持 ’

를 찾아내고, 끌어들여야 한다. 이러한 지지자들은 모든 일이 원활하

게 수행되도록 하는 使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지자들은 지속

으로 각종 사업의 代辯 가 되어  수 있고, 정‧ 계 련자들은 

까다로운 차 통과에 도움을  수 있으며, 로그램에 한 公信力

을 높이고, 자원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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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력기 , 사업의 지지자들, 지역조정자는 기타 다른 단체들

의 參 를 얻기 해 주요 인사들과 자주 회의를 갖고, 지역에 해 

논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문 작성에서부터 회의공간 지

원, 사무  지원, 우편 서비스, 물품, 자   기타 자원에 한 지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사업의 지지자들이 지역사

회의 표자로서 ｢地域保健醫療 審議委員 ｣의 심의 원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가. 地域社 內 參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地域保健의 향상을 해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건강증진활동과 서비스를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

도 많다. 국공립병원, 학교, 경찰서, 소방서, 사회복지 과 같은 정부

기 은 住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우선 인 보

건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 자원을 사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요

구받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을 保社硏 模型의 지역단체에 포함시켜, 

그들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더 신속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조를 구할 수 있는 단체를 확인하기 하여 아

래의〈表 4-2〉의 協助團體 目 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왼쪽 열의 

조가능한 조직 유형들을 윗 의 조의 유형과 연결시켜 각 칸에 해

당 단체의 이름을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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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 協助團體 目 表

지역단체 
모집

우편명단 
요청

보증서
요청

회보 
요청

자료 
요청

조정
조

자원 사자 
모집

상공단체

자선단체

시민단체

공무원

보건기

노동조합

의료기

의료단체

정신의료시설

동네친목단체

노인단체

종교단체

문가단체

공공안 기

(경찰, 소방서)

학교

사회복지기

매체

나. 地域外 參

  부분의 지역은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한 資源을 충분히 보유하

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외부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한 지

역사회 로그램을 效率的이고 持續的으로 실행하기 해서는 그에 

한 기술  지원, 자문, 자료, 동기부여, 도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 과의 協助體系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질병 리

센터(CDC)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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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保社硏｣ 模型의 構造와 內容

  地域保健醫療計劃 수립을 한 保社硏 모형의 構造와 內容( : 운  

과정, 회의 양식, 정보교환 네트워크)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組織的 構造

  保社硏 모형은 지역단체, 추진 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보

건소장(지역사회 조종자)의 4개 트 로 構成된다(그림 4-3 참조).

  1) 地域團體

  지역단체는 모든 사업과 련해서 해당분야의 意思決定에 참여하게 

된다. 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

고, 健康 優先 位를 선정하는데 있어, 자료의 제공, 인 지원 등 지

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각종 보건사업의 目標를 설정하

고, 실제 인 사업수행 에 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로그램의 실행과 평가에 한 點檢表를 작성하는 일도 하게 된다.

  지역단체의 構成員은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 서비스  사회단체의 

표, 보건기 , 개인 회사  기타 단체들(表 4-2 조단체 목록표 참

조)이 될 수 있다.

  2) 推進委員 (Steering Committee) 

  추진 원회는 보건소 職員中心으로 장 포함 10명 내외로 이루어

진다. 추진 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련된 보건소 각 과의 

實務責任 들이 참여하여 계획추진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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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지역사회 조정자)

추진위원회

실무작업반 실무작업반 실무작업반 실무작업반 실무작업반

 지역단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림 4-3〕 ｢保社硏｣ 模型의 組織的 構造

  

  추진 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하여 지역단체

로부터 支援을 이끌어내고, 調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실무책임자들은 

한 다음과 같은 활동들에 해 책임을 진다. 우선 보건소장(지역 조

정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特定課題에 하여 실무진을 

하는 일을 담당한다.  지역내 보유 자원의 악을 한 활동에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각 과정의 진행 에 실무진간의 意思疏通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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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地域保健醫療 審議委員

  지역보건의료 심의 원회는 地域團體의 표자로부터 선정되며, 지

역주민, 보건의료 련기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련 문가, 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건강우선 순 를 선택하며, 로그램 실행과 평가에 

한 지원을 하게 된다. 審議委員들은 와 같은 업무이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서 심의할 책임을 지게 된다. 

  첫째, 지역보건의료 實態調査에 한 계획 심의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 內容 심의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施行計劃 심의

  넷째, 지역보건의료계획 施行結果의 評價內容 심의

  다섯째, 기타 지역보건의료 施策의 推進計劃 심의 등이다.

  4) 地域의 調整 (Local Coordinator)

  보건소는 지역사회 保健醫療의 中心體로서 역할을 해야하며, 지역

조정자로서 보건소장은 과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 保社硏 모형

에 따른 각종 활동의 일정을 리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地域情報

提供 로서 보건의료정보를 상하간에 연결시켜주는 정보의 생산자  

달자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리 알리고, 參 를 誘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보건문제에 한 

인식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한 지역단체와 추진 원회, 실무진에 

한 訓練을 해 지역사회의 보건 문제에 한 要求를 악해야 한

다. 보건소장은 지역조정자로서 지역단체 는 심의 원회의 회의를 

비하고, 조정해야 하며, 이들에 한 技術的 支援과 더불어 지역사

회 내외를 망라한 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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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機能的 構造

  지역사회 외부의 協力 들도 지역사회 로그램의 실행가능성과 지

속성을 고취시키는 데에 도움을  수 있는 동기부여, 자료의 제공,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技術的 支援 등을 제공할 수 있

다. 지역사회단체들은 토론, 정보 교환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업무

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한 組織과 情報交換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

  1) 運營節次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수행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가이드하기 

해 운 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운 차는 각 단체의 進行過程을 

강화하고, 비 에 한 공감  형성, 지역사회 소속감, 상호 신뢰감, 

그리고 자발  참여를 유도하기 해 保社硏 模型의 집단내 는 집

단간의 意思疏通을 포함하게 된다. 한 새로운 구성원에 한 지도, 

의사결정, 리 업무의 수행을 한 차(계획표, 공정표, 원회 등)

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추진 원회가 우선 으로 운 차

에 한 草案을 작성하고, 실무작업반에게 업무를 할당한다.

  2) 議 樣式

  保社硏 模型은 특정 이슈를 논의하고, 課題를 설정하고, 意思決定을 

내리는 과정이 일련의 회의를 통해 수행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회의 

參席 가 코멘트를 하고, 질문을 하고, 논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교

감, 참여,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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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實務作業班

  保社硏 모형에 따른 地域保健醫療計劃에서는 많은 작업이 실무작업

반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地域團體로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게 되

고, 실무작업반은 추진 원회와 긴 한 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

해 나가게 된다. 

〈表 4-3〉 實務作業班의 任務

실무작업반 업  무  내  용

지역진단을 

한 2차자료 

수집을 한 

실무작업반

- 보건소 계자, 사회복지 단체 계자, 경찰서 계자, 

  병원 계자, 학 계자 등으로 구성.

- 지역단  보건의료 자원에 한 자료의 황 악

- 지역단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자료의 황 악 

- 추세를 포함한 사망률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질병률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입원가료의 주요 이유에 한 일차자료

- 필요한 보조자료의 수집과 분석(자동차 사고자료, 공 보건

  자료 등)

- 지역사회 단체에 자료 제공

건강  

보건의식행태

(보건의료 수요

악을 한 자료

수집)에 한 

자료수집을 한

실무작업반

 (지역사회에서 건강  보건의식행태 조사가 수행되지 않았

다면)

- 재의 상태  국 차원의 ｢건강  보건의식행태조사｣

  자료를 검토

- 지역을 한 건강  보건의식행태 지표의 종합  추정

  방안을 개발(지역단 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 조사표본을 결정

- 조사원의 선발, 훈련  조사의 실시

- 이환, 의료이용, 의료비 등에 한 설문 구성

- 활동장애(disability)에 한 조사항목 개발 

- 보건소 이용자 설문조사

- 보건소에 의한 자료분석 비

- 지역단체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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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 계속

실무작업반 업  무  내  용

련자 의견

수집을 한 

실무작업반

- 련자 조사(오피니언 서베이)를 한 질문 개발  조사

  상 목록 결정

  ∙해당구 정책 계자 설문조사

  ∙의료기  설문조사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 조사원의 훈련을 포함한 조사의 실시

- 결과 분석

- 지역사회단체에 결과 보고

홍보 

실무작업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지역의 건강요구를 공표

- 보도자료 배포와 실재 방문을 통해 지역 매체 표자와 

  함께 수행

- 지역보건의료계획 로고 디자인과 회보의 발행 조정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에 보건교육 메시지를 제공

평가 

실무작업반

- 지역보건계획 과정의 응집을 해 보사연 모형의 각 단계를

  모니터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정이 지역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평가

-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성과 평가

- 추진 원회, 실무진, 지역단체에 필요로 하는 자원공

-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로그램의 향상을 도움

  實務作業班은 과제의 복잡성, 구성원의 기술  수 , 지역의 크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도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保社硏 모형에 따른 地域保健醫療計劃 작성 실무작업반은 그 主要課

題에 따라 5개 정도가 필요하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主要任務는 아래

와 같다.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을 한 保社硏 模型의 제4단계에서 실시하

게 될 각종 사업 수행을 한 실무작업반의 구성 역시 필요하다. 즉 

이  단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보건소의 優先 位事業을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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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된 우선사업 수행시에 각 지역기 , 단체로부터 참여와 자원의 동

원을 調整監督하기 해 각 사업별로 실무작업반이 필요하다. 를 

들어 학교, 사업장과 연결된 보건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경우 실제 학

교의 양호교사, 사업장의 보건 리사와 保健所의 직원간에 업무 력

과 조정, 통합을 해나가기 해 실무작업반이 필요하다. 

  4) 情報交換 네트워크의 構築

  地域社 의 자원동원과 구성원의 持續的 參 를 해서는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심체로서 각종 보건의료정보를 상하간에 연결시켜주는 정보의 생산

자  傳達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情報交換의 목표는 건강문제에 한 지역사회의 인식 증 , 地域保

健醫療計劃 과정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지, 지역단체에 의

해 어떤 의사결정이 이 졌는지, 그리고 住民들이 더 건강한 지역사

회 조성을 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알리는데 있다. 따라서 보건소

는 지역사회의 情報를 상 단계로, 상 단계의 정보를 하 단계로 

달해주는 간자, 주민과 민간의료기 과의 가교역할, 지역사회 자원

사자와 민간 는 공공기 과의 연결고리로써의 役割을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個人接觸에 의한 커뮤니 이션, 보건소 회보에 의한 

커뮤니 이션, 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타 매체를 통한 

커뮤니 이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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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社  參  活性化를 한 各種 委員 의 構成 例〉

※ 江北區는 각종 원회  실무작업반을 조직하여 운 함. 이 집단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토의  의사결정에 참여함.

1) 지역사회 지도자 집단
   —구성: 이 집단의 구성원은 주민, 정치인, 일반 지도자, 서비스 조직의 

표, 보건조직, 개인기업, 기타 지역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약 
100명 정도이며 오피니언 리더 설문 상자 임(부록: 참조).

   —역할:
      ∙지역사회의 의견제시
      ∙각종 자료에 한 자료원 제시

2) 강북구 지역보건심의 원회
   —구성: 지역사회 지도자 집단에서 다시 선정하 으며 원장, 부 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함.
     ∙지역주민: 구의원 등 3명
     ∙보건의료 련기  단체 임직원: 강북구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조합 임원 등 5명
     ∙보건의료 련 문가: 학교수, 연구기  연구원 등 4명
     ∙ 계공무원: 부구청장, 기획실장, 시민국장, 보건소장 4명
   —역할:
     ∙지역사회 자료의 검토 ∙건강 우선순  선택
     ∙ 로그램 목표 개발 ∙서비스 개발
     ∙ 로그램 실행과 평가에 한 지원 
     ∙보건소장에 한 행정  지원    

3)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추진 원회
   —구성: 장 포함 7명 내외
     ∙ 장(보건행정과장), 계장1, 문직 의사1, 실무직원 과별 1명씩 4명
   —성격:  소속부서 변동없이 계획수립 련업무 지원  수행
   —역할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의 과정을 종합

조정‧통제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지역주민, 문가 등의 의견수렴, 계획수립 과

정에 반
     ∙보건사업개발 로그램의 실행가능성, 타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4) 실무작업반의 구성 운
   —구성: 3명에서 5명의 지역단체 구성원과 보건소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선

정하며 주요과제에 따라 5개 정도의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 함. 
그들이 수행해야 할 주요임무는 아래와 같음.

   —역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작성
     ∙자원 확인을 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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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３節  資料蒐集  分析

  地域保健醫療計劃 保社硏 模型의 제2단계인 자료수집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 악과 공 추계를 해 필요하며 효과 인 사업추진

을 한 건강우선순 와 상그룹의 선택을 해 사용된다. 事業을 

평가하고 로그램 향상을 한 역을 알아내기 해서도 각종 기

자료의 蒐集과 分析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수집된 기 자료의 가

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결정이 지역자료에 근거하여 내려졌을 때, 지역의 특성

이 반 될 수 있으며, 地域 共同體 意識을 발 시키는 동기로 작용하

여 公共과 民間의 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유인이 된다. 둘째, 정확한 

통계분석을 토 로 보다 구체 인 정책방향을 정립하며 지역단 의 

보건‧의료지표를 一元化한다. 셋째, 지역사회가 協力體를 구성하고, 

도움을 얻기 해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가능한 한 기존의 통계자료(2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지역단 의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標本

調査(1차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는 廣域自

治團體(시‧도)나 국 자료와 비교해야 하므로 標本調査를 실시할 경

우 표 화된 서식과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質的인 자료를 수집하기 해서는 조사내용이 과학 이며 타당성이 

있고, 표본선정 과정이나 조사규모가 지역사회를 표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지역을 표하지 않는 데이터나 정보에 근거하여 

保健醫療計劃을 세운다면 계획수립을 해 기울인 노력이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다. 양 인 데이터의 수집을 해 標本調査를 실시하며 

질 인 데이터의 수집을 해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상으로 하

는 의견조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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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旣存 統計資料(2次 資料)의 蒐集

  기존의 2차 통계자료들은 지역사회의 개  진단과 保健醫療 供給

推計를 해서 필요하다. 

〈表 4-4〉 保健醫療 關聯 資料源

통   계 자료원

인구의 크기 

 특성

-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 산업별 인구구성

- 세 구성

- 노인  거동불능세  구성

- 산업체  근로자

- 학교수  학생수

- 의료보장유형

 - 지역통계연보

 - 보건소 내부자료

사망수

- 조사망률

- 비례사망률

- 주요 사망원인

- 사인별 사망률

- 연령별 주요사망원인

- 비례사망지수

- 아사망률

- 연령보정 사망률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 통계청 사망원인

산자료

 - 구청 내부자료

보건의료인력 

 자원

- 지역의료기  이용 황

- 보건의료기 분포(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보건의료 련 민간조직

- 주요 시설  장비 분포

-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분포

-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분포

- 보건의료기  인력

 - 지역통계연보

 - 보건소 내부자료

보건의료재원

- 연간 산  인건비 비율

- 연간 산  경상사업비 비율

- 공공 산  보건의료비율

- 민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 지방자치단체

산서

 - 지방재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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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診斷을 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의료

보험자료, 인구동태자료, 사망통계자료, 시‧도통계연보(해당지역) 등이 

있다. 한 인구 동태  사망과 련한 자료는 보건소  구청내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保健醫療 供給推計를 해서는 보건의료 인

력과 시설(의료기 , 병상수, 의료시설  장비)에 한 악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시도통계연보(해당지역)와 보건소  구청

내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반 인 악이 가능하다. 이외에 추

가 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表 4-5〉 地域保健醫療 關聯 資料源  資料內容

자료출처 자료  내용

구청 출생, 사망, 이환 등과 같은 사회상황에 한 센서스 

데이터

 지역사회 사과 복지와 실업에 한 인구비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도로교통안 회 교통사고 부상과 안 벨트 사용에 한 데이터

경찰서 범죄추세, 높은 범죄지역, 알콜이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  등에 한 정보

교육청 등학력과 졸학력자의 비율에 한 정보

병원 입원일수, 주요 입원원인, 입원환자에 한 서술 등에 

한 정보

노동부,

상공회의소

노동력, 질병에 한 인구학  정보 데이터와 장애에 

한 데이터

학 이환추세와 인구추세 상에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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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 

  강북구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한 2차 자료로서 강북구 

행정통계자료, 지역의료보험 조합자료, 기타 보건복지 련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강북구의 인구, 지리, 교통, 경제, 사회, 문화, 보건, 의

료 등에 한 황을 악하 다. 

○ 人口 現況

〈表 4-6〉 人口構造  人口動態

연령구분
총   수

사망률1) 연증감률2)

남 여 계

계

  0세
  1～ 6세
  7～18세
 19～64세
 65세 이상

  註: 1) (해당 연령구간  사망자수/해당 연령구간 인구수)×1,000

2) 4 ’95년인구수
’91년인구수 ×100-100

資料: 구청 내부자료, 각동 사망자 황 참조 

〈表 4-7〉 人口動態資料 比 表

국 ○○시 ○○구

비례사망지수1)

출생률2)

연간인구 이동(%)3)

  입자수
  출자수

  註: 1) (지난 1년간 50세 이상의 사망자수)/(1년간의 사망자수)

2) 인구 1,000명당 출생자수: (출생수/총인구×1,000)

3) (당해년도 입인구수+당해년도 출인구수)/총인구수×100 

資料: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통계청), 시‧구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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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8〉 地域別 人口構造
(단 : 명, %)

계 0세 1～6세 7～18세 19～64세 65세 이상

계

○○동

/100

/100

/

/

/

/

/

/

/

/

/

/

資料: 시‧도통계연보(해당지역), 시‧구 내부자료 참조

〈表 4-9〉 産業別 人口構造
(단 : 명, %)

경제활동인구수 1차 산업인구 2차 산업인구 3차 산업인구

  국

○○시

○○구

/100

/100

/100

/

/

/

/

/

/

/

/

/

資料: 국통계연감, 시‧도통계연보(해당지역), 시‧구 내부자료 참조

〈表 4-10〉 人  年 女家長 世代構成 
(단 : 명, %)

구 분
계

(가구수)
체가구  

구성비율
독거노인

세
노인부부

세
거동불능자

세
소년소녀
가장세

계

○○동

/

/

/

/

/

/

/

/

資料: 구‧시 사회과, 가정복지과 자료 참조

〈表 4-11〉學校數  學生數     
(단 : 명, %)

구    분 개소 학생수 양호교사수 학교 식인원 조리/ 양사수

계

등학교

 학 교

고등학교

 학 교

특수학교

資料: 교육구청, 시교육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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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5% 2%
지 역

직 장

공 ,교

의 료 보 호

○ 保健醫療利用 現況 

〈表 4-12〉 醫療保障 類型

(단 : 명, %)

의료보장 유형 용 상수 비  율

계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

의료보호

資料: 해당 지역 표본조사에 의해 산출(지역의료보험조합  역시‧도 자료 참조)

 〔그림 4-4〕 地域1의 醫療保障 類型

〈表 4-13〉 地域 民間醫療機關 利用現況

구    분 계
1차

의료기
2차

의료기
3차

의료기

 의료기 수

외래

진료

 일평균 외래환자수

 기 당 일평균 외래환자수

야간 

 

응

의료

 기 수

 일평균 응 환자수
야간

주간

 기 당 일평균
 응 환자수

야간

주간

입원

진료

 총입원환자수

 일평균 입원환자수

 기 당 일평균 입원환자수

※ 해당 지역 의료기  조사에 의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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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域保健醫療施設  裝備 現況

〈表 4-14〉 保健醫療施設

의료기 수
보건소1)

소계 한의원 치과 1차 2차 3차

계

○○동

  註: 1)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資料: 보건소 내부자료

〈表 4-15〉 其他 保健醫療施設

약국 조산원 한약방 안경 침구원 의료기기상

계

○○동

資料: 보건소 내부자료

〈表 4-16〉 社 福祉施設

종  류

기 수

이용자수 정원

종사자수

공공 민간 계
정규
직원

자 원
사자

계

부랑아시설

정신질환 요양시설

탁아소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부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노인정

기타

資料: 보건소 내부자료(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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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7〉 保健醫療關聯 民間組織

조               직 회  원  수

의  사  회

치 과 의 사 회

약  사  회

간 호 사 회

한 의 사 회

 십 자 회

노 인 회

부 녀 자 회

요 식 업 회

기 타

資料: 보건소 내부자료

〈表 4-18〉 地域 民間醫療機關 保有病床  裝備現況

구    분 계
1차

의료기

2차

의료기

3차

의료기

병상
보유기 수

총병상수

장비

MRI

CT

음

자동화학분석기

ELISA(AIDS진단용)

투시용 X-선촬 기

고압산소기

119소방차

구 차

資料: 보건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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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力  豫算 現況

〈表 4-19〉 保健所 人力  豫算

구    분 보건소/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      수

 체  인 력

인력

황

보건소장(보건/의무)

의  사

  소  계

  문의

  일반의

공보의   

  소  계

  문의

  일반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생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양상

보건통계  산 문직

일반행정직

기타

연간

산

산액

  인건비 비율(%)

  경상사업비 비율(%)

資料: 보건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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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0〉 民間醫療機關 保有人力

구    분 계 1차의료기 2차의료기 3차의료기

총    계

의사(일반의)

의사( 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기사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양사

치과 생사
사회사업사
구 차기사

기타

資料: 보건소 내부자료

※ 서울시의 

  서울시의 인구, 지리, 교통, 보건, 의료 련 지표 등의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악한 결과를 자료의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련 표와 그

림을 이용하여 구별로 제시하 다.

  구별로 세 분포, 사망률  PMI(당해년도의 사망자  50세 이상

이 차지하는 비율), 출생률, 인구 연증감률, 체가구  노인  거동

불능자 세 의 구성비율, 독거노인세  비율, 거동불능자 세  비율, 

의료기 분포,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분포,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분포을 악하는데 있어 이러한 그림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비교분

석  평가가 용이하도록 하 다. 그 로, 서울시의 구별 세 분포, 

의료기 분포,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분포, 보건소 인력 1인당 주민

수 등을 아래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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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강동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시
세대분포

184,000～213,000   (2)
163,000～184,000   (4)
151,000～163,000   (2)
140,000～151,000   (5)
126,000～140,000   (3)
113,000～126,000   (5)
53,000～113,000   (4)

서울시 세대분포도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병상수

9.3～17.9   (2)
6.4～9 .3   (3)

6～6.4   (3)
4.2～6   (4)

3.1～4 .2   (4)
1.9～3.1   (5)
1.3～1.9   (4)

서울시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분포

〔그림 4-5〕 서울시 區別 世帶分包 狀況圖

〔그림 4-6〕 서울시 區別 保健所 人力 1人當 住民數 分包常況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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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봉구

중랑구성북구

강북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시
의료기관 분포

561～887   (3)
461～561   (3)
391～461   (3)
325～391   (4)
300～325   (4)
258～300   (4)
176～258   (4)

서울시 의료기관 분포도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광진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시
인구/보건소인력1인당

6,900～8,690   (3)
6,330～6,900   (2)
5,820～6,330   (4)
5,390～5,820   (3)
4,550～5,390   (4)
3,940～4,550   (4)
2,080～3,940   (5)

서울시 보건소인력 1인당 인구수 분포도 

〔그림 4-7〕 서울시 區別 醫療機關 分包 狀況圖

〔그림 4-8〕 서울시 區別 住民 1,000名當 病床數 分包 狀況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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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標本調査를 통한 資料蒐集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을 해서는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 의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標本

調査를 필요로 하게 된다. 標本調査를 통해 수집되어야 할 지표의 선

정은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목표에 근거하여 결정했으며,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지표산출을 한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가. 調査 目 選定過程

  保健醫療計劃의 樹立이나 評價, 사업의 우선순  결정을 해 필요

한 지표를 가능한 한 충분히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해 調査 目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선정한다.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목표의 설정

➡
목표에 따른 

지표의 선정
➡

지표산출을 한 

조사항목의 선정

  

  1) 生涯週期別 保健醫療目標의 設定  

  生涯週期別 保健醫療目標의 설정은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기 

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생애주기별 보건의료목표를 설

정하 다.

  첫째, 기본목표 항목으로 世界保健機構 西太平洋 地域 事務處에서 

서태평양 지역의 회원국가들을 해 건강에 한 새로운 방향과 지표

를 제시하기 해 발간한 ｢健康의 새로운 地平線 (New Horizon's of 

Health)｣을 참고로 하여 생애주기별 보건의료목표(WHO, 1995. 6)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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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둘째, 이들 목표에 한 평가를 해 서울시의 25개 보건소

장에게 우편 설문조사(附  Ⅲ-1 참조)를 실시하여 목표별 요도와 

새로 추가되어야 할 목표를 악하 다. 이 조사에서 17개 보건소가 

설문에 응하 다(附  Ⅲ-2 참조). 목표의 요도  추가된 목표는 

아래의〈表 4-21〉,〈表 4-22〉와 같다. 셋째, 학교수 등 門家 議

를 거쳐 목표를 확정하 다(表 4-23 참조).

〈表 4-21〉 生涯週期別 目標의 重要度  位 

생애주기 목   표 수 순

산모 

아(76)

- 모든 산모들이 분만을 한 한 공간에서, 

한 산 간호를 받고, 쾌 한 환경속에서 안

분만을 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기에게 

모유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

76 2

유아기

  (75)

-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방 종

을 실시하며, 아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염성 질환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아사망율을 

감소시키는 것

75 3

학령기

  (69)

- 건강에 좋은 습 을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지‧격려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

한 삶의 양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

69 7

성인기

 (337)

- 일생동안 건강생활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보건 

로그램  보건정책을 지원함.
65 11

- 매개체- 달질병을 비롯한 지역보건을 하여 우

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질병과 결핵 등의 사망

률과 이환율  질병의 를 하시킴.

66 10

- 노년기에도 활동 이며 장애가 없는 삶을 유지하

기 하여, 직업병의 감소와 아울러 질병의 발생

을 지연시키거나 방함.

71 6

- 환경문제로 인한 질병  장애를 효과 으로 

방하기 한 환경 보호의 실천과 기술의 향상
68 8

- 시각  청각 장애를 방하고 불구자에 한 재

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함.
6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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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1〉 계속

생애주기 목   표 수 순

노령기

(390)

-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 71 6

-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근이 용이한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도록 보건체계를 재정립하고 

운 함.

76 2

- 만성질환자, 신체장애자,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에

게 치료  건강유지의 잠재력을 향상시킴.
96 1

- 모든 개인에게 최상의 삶을 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인 , 물  자원을 구나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함.

73 5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한 물리 , 사회

 환경을 제공함.
74 4

〈表 4-22〉 生涯週期別 追加로 提示된 目標

생애주기 목    표

산모

 아

- 선천성 사이상검사, 고령 임신부 상의 염색체검사, 루벨라 

방 종 등을 통해 선천성 장애아발생을 방함.

유아기
- 발달장애아나 주의력 결핍 장애아들을 조기발견하고 합병증을 

방하여 가족들의 정서  부담을 경감시킴.

학령기

- 학교교육을 통해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등의 해성에 해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들 물질에 하는 것을 방지함.

- 성에 한 교육  상담을 각 학교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에 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하고 문란한 성

계를 방지하며 성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 한으로 방지함.

성인기 - 각종 성인병 방을 한 건강증진사업  로그램을 지원함. 

노령기
- 치매노인을 한 문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통

해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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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3〉 門家 議를 통해 確定된 目標

생애주기 목    표

산모 

 아

- 모든 산모들이 분만을 한 한 공간에서, 한 산 간호

를 받고, 쾌 한 환경속에서 안 분만을 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기에게 모유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

- 선천성 사이상검사, 고령 임신부 상의 염색체검사, 루벨라 

방 종 등을 통해 선천성 장애아발생을 방함. 

유아기

-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방 종을 실시하며, 

아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염성 질환들을 잘 치료함

으로써 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

- 발달장애아나 주의력 결핍 장애아들을 조기발견하고 합병증을 

방하여 가족들의 정서  부담을 경감시킴.

학령기

- 건강에 좋은 습 을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지‧

격려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한 삶의 양식을 개발하도록 돕

는 것

- 학교교육을 통해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등의 해성에 한 교

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들 물질에 하는 것을 방지함.

- 성에 한 교육  상담을 각 학교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에 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문란한 

성 계를 방지하며 성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 한으로 방지함.

성인기

- 노년기에도 활동 이며 장애가 없는 삶을 유지하기 하여, 직

업병의 감소와 아울러 질병의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방함.

- 각종 성인병 방을 한 건강증진사업  로그램을 지원함. 

노령기

-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근이 용이한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도

록 보건체계를 재정립하고 운 함.

- 만성질환자, 신체장애자,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에게 치료  건

강유지의 잠재력을 향상시킴.

- 모든 개인에게 최상의 삶을 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인 , 물  자원을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한 물리 , 사회  환경을 제

공함.

- 치매노인을 한 문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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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生涯週期別 目標에 따른 指標의 選定  資料蒐集 方法

  와 같은 차에 의해서 확정된 생애주기별 보건‧의료목표는 地域

保健醫療計劃의 樹立과 評價를 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

한 지표로 구체화시켰다. 이와같은 작업을 해서는 世界保健機構 

(WHO, 1995. 6.)에서 생애주기별 목표로 제시한 지표  OECD에서 

요구하는 건강지표들을 참고하 고, 美國의 ｢2000년을 향한 건강증진

목표(Healthy People 2000)｣를 참고하 다(부록 Ⅲ-3 참조).

〈表 4-24〉 生涯週期別 指標  資料蒐集 方法

생애주기 지     표
수집방법

표본조사 기존자료

산모 

 아

임신기간  흡연, 음주산모 비율 ○

총 산 진찰 횟수

아 사망률 구청자료

임산부 사망률 구청자료

태아 사망률

선천성 이상으로 인한 입원환자수

청소년 임산부의 비율

정상체 을 가진 임산부의 비율

정상체 을 가진 건강한 신생아의 비율 ○

한 임신시기와 자녀 터울을 가진 여성의 비율

출생후 4～6개월간 모유로 키운 신생아의 비율 ○

한 피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부의 비율 ○

모성과 어린아이의 양상태

유아기

유아 사망률

5세 이 의 소아 사망률 구청자료

성장발달 평가(신장, 체 , 시력, 언어발달)

방 종률(BCG, DPT, DT, MMR, B형 간염)
방 종의 종류, 장소, 시기

보건소,
병원자료

법정 염병 발생률(콜 라, 유행성이하선염)

성 호흡기 감염  설사성 질환의 발생률

성 호흡기 질환과 폐렴 환자 사망률

성 호흡기 질환과 폐렴 환자 사망률

간 흡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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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4〉 계속

생애주기 지     표
수집방법

표본조사 기존자료

유아기

충치율(6～8세) ○

유아의 질병, 양 리, 건강한 생활습  등에
한 모성의 지식, 태도  실천 정도

DALY
1), DFLE2), WHOQOL3) 등 건강과 련된 

삶의 질 지표들
○

학령기

신장, 체 , 비만도, 시력검사 학교건강
리소

충치율(15세) ○

칫솔질 시기, 칫솔질 빈도 ○

청소년 자살률 ○

청소년 음주율, 청소년 음주자 비율 ○

청소년 흡연율, 최  흡연 평균연령 ○

청소년 약물복용

술과 약물에 한 교육을 받는 학생비율

식습 ○

운동여부, 운동강도, 빈도 ○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체 임신  사춘기 청소년 임신 비율

청소년 낙태비율

HIV를 포함한 성병 발생률 보건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의 비율 도로 회

아동복지시설 통계연보

소년소녀가장 세 가정복지과

성인기

흡연, 음주, 식습  등 건강 련 행태 ○

보건의료 인력
보건소

보건의료 시설

해당지역 총생산  보건의료비 비율 지역통계
연보공공 산  보건 산 비율

성 계를 통하여 염되는 질병의 유병률

HIV 감염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

직장에서의 장기결석의 평균기간 ○

자살률(20～34세) ○

정기 인 치과방문자 비율(35세 이상) ○

음주 련 교통사고 사망률 도로 회

약물 련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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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4〉 계속

생애주기 지     표
수집방법

표본조사 기존자료

성인기

비만과 과체 자의 비율 ○

성질환 유병률 ○

만성질환 유병률 ○

활동제한자 비율 ○

BCG 종률 보건소

결핵의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
결핵 회

도말 양성 결핵환자의 치료율

나병의 유병률 나 회

콜 라로 인한 사망률 보건소

공기, 물  음식물에 의한 염성 질환의 
발생률  사망률

식 독 감염률 보건소

평균수명 기간  장애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 ○

태어나면서부터의 평균수명 ○

연령보정 심장질환 사망률

평균  콜 스테롤 수 (㎎/㎗)

연령보정 뇌질환 사망률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발병률과 유병률 ○

암발생률, 암사망률

직업과 련된 사고, 사망자수(직업별) 노동부, 
산재보험

산재사고로 인한 장애자의 비율

직업과 련된 납 노출자수

직업과 련된 소음 노출률

천식으로 인한 입원환자수

수인성 질병 발생건수

기오염 표 치를 과할 일수 시환경과

안 한 마실 물을 공 받는 사람 비율

1인당 1일 쓰 기 배출량

지역통계
연보

상수도 공 률

하수도 공 률

쓰 기 처리율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구청자료

교통사고 사망자 도로 회

안 벨트 착용률 ○

장애자  불구자의 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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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4〉 계속

생애주기 지     표
수집방법

표본조사 기존자료

성인기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

장애인 복지시설 보건소

노년기

신체장애없이 살 수 있는 평균수명 ○

노인 인구(65세 이상)  자살률 ○

노인 인구  우울증 발생률 ○

노인성 치매의 발생률

비만과 과체 자의 비율

만성질환 노인수 ○

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 비율 ○

염(의사진단)에 걸린 노인 비율 ○

일상활동 제한 노인 수 ○

심각한 청각 손상을 갖고 있는 노인 ○

심각한 시각 손상을 갖고 있는 노인 ○

노인의 주거상태 보건소

기 여명(65세 노인)

치아 완 손실 노인 비율 ○

노인이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수 보건소

노인에게 사용하는 보건이외 산액의 비율

정부나 사기업 등으로부터 연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

치료장비의 질과 병원에서의 실제 사용정도
(진단시설, 치료시설)

노인에 한 치료의 분포(치료무,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약물과 비약물 병행)

노인에 한 요양인력(1000명당, 성별, 연령별)

이 지역에서의 가정방문치료체계가 되어 있는
정도

신체장애자, 만성질환자, 노인을 한 정기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간, 숫자  빈도

노인들의 거주지역 부근에 한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내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수

통계연보

註: 1)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2) DFLE: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3) WHOQOL: WHO Quality of Lif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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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必要한 指標生産을 한 調査問   調査의 開發

  생애 주기별 목표에 따라 지표를 선정한 후 선정된 지표  標本調

査를 통해 蒐集되어야 하는 지표는 조사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해 주제별로 분류하 다. 조사표 개발 과정에는 주제별로 많은 門

家들이 참여하 다. 조사표는 ① 가구조사표, ② 이환조사표, ③ 장기 

활동제한 조사표, ④ 2주간 활동제한 조사표, ⑤ 외래 의료이용조사

표, ⑥ 입원의료이용 조사표, ⑦ 모자보건조사표, ⑧ 보건의식행태조

사표의 8가지 종류로 구성하 으며, 각 조사표에 한 調査 指針書, 

에디  지침서  코딩 지침서도 개발하 다1). 각 조사표에 포함된 

지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家口  個人特性 指標

   — 가구특성: 거주지역, 가구원수, 음용수의 종류

   — 개인특성: 가구주와의 계,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 직

업, 의료보장종류 

② 健康水準 指標

   —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연간  2주간, 시   기간, 사회경제

 특성별,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 의사진단  치료여부

   — 주요 성질환 유병률: 2주간, 시   기간, 사회경제  특성

별, 성질환 종류별 발생률  유병률, 의사진단  치료여부

③ 活動制限 指標

   — 주요활동: 활동제한의 정도, 활동제한의 원인

   — 장기활동제한: 활동제한의 원인, 옥외활동  옥내활동제한의 정

1) 각종 조사표와 지침서는 본 연구진에게 연락하면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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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핸디캡의 정도, 수단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정도, 일

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정도, 실 ‧실변여부, 듣기, 보기, 도움

자 유무, 주 도움자, 도움내용, 도움의 필요정도   

   — 활동제한일: 평균 활동제한일수, 환자 1인당 이환일수, 활동제

한일수, 사회경제  특성별 활동제한일수

   — 침상와병일: 평균 침상와병일수, 환자 1인당 침상와병일수, 사

회경제  특성별 침상와병일수

   — 생애  활동제한이 없는 기간

④ 醫療利用 水準 指標

   — 외래의료이용률: 의료기 별, 사회경제  특성별 외래의료이용률

   — 평균 방문회수: 평균 외래 의료기  방문회수

   — 외래의료 이용특성: 외래방문의 목 , 의료기  선택경 , 치료

일수

   — 외래의료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 치료기 , 친 도, 치

료효과, 지출의료비 

   — 입원(자)율: 성  연령별 입원률

   — 평균 재원일수: 입원건당  주요질환별 재원일수

   — 입원의료 이용 특성: 이용의료기 의 특성, 입원목 , 의료기  

선택경 , 지출의료비

   — 2주간 총 지출의료비: 의료기 별 치료비, 외래이용시 의료비 

지출원

   — 가구당 평균 지출의료비

⑤ 家族計劃  母子保健 指標 

   — 가족계획: 유배우 가임여성의 피임실천여부, 피임방법, 유산경험

   — 모자보건: 분만장소, 분만종류, 출생시 체 , 선천성 사이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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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부, 모유수유, 임신  커피음용, 임신  음주, 임신  흡연

⑥ 保健意識行態指標

   — 흡연실태: 사회경제  특성별 흡연율  흡연경험률, 흡연시작

연령, 흡연시작동기, 흡연기간, 1일평균 흡연량, 연율, 흡연

련 태도, 흡연의 험에 한 인지도

   — 음주실태: 사회경제  특성별 음주율  음주빈도, 매일음주율, 

음주시작연령, 음주기간, 음주량, 과음빈도, 과음시 음주량, 

주  주자율, 알콜의존율 

   — 비만  체 조 : 신장  체 , 주  체 인식, 체질량

(BMI)지수, 체 조 실천율

   — 운동: 운동빈도, 평소 건강유지방법

   — 식습 : 아침식사 결식률, 간식  과식빈도, 육식  야채 선

호도, 외식빈도, 매일 커피 마시는 비율  정도, 우유 마시는 

비율  정도, 비타민 등 양제 복용률

   — 수면  휴식: 수면부족률, 휴식의 정도

   — 건강검진 실태: 건강검진 수진율, 건강검진 수진동기

   — 암 검진 실태: 정기 인 암검사 비율

   — 압측정: 압측정 비율

   — 구강보건실태: 녁식사후 칫솔질 비율, 정기  치과 방문 빈도

   — 음용수 실태: 식수의 종류, 안 성에 한 인식, 식수 음용방법

   — 안 에 한 의식  행태: 안 벨트 착용률, 음주운 비율 등

나. 標本의 選定

  標本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표할 수 있는 確率的 方法에 의해 

선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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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표본조사(시민보건지표조사)의 

○ 調査目的

  — 지역주민의 이환수 , 이환의 종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활동

제한 정도, 의료요구수  악

  — 지역주민의 사회계층별 의료이용  의료욕구 충족수  측정과 

의료이용의 특성분석

  — 작성된 보건지표는 지역단  보건의료부문 ‧장기 계획수립‧

집행‧評價時에 기 자료로 활용

  — 지역주민의 사회계층별 건강 험행  실태 악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 調査 象  規模

  보건의식행태를 제외한 건강조사 부문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 원이 조사 상이 되며 보건의식행태조사 부문은 각 가구에

서 15～69세의 가족원  生日이 가장 빠른 사람을 조사 상으로 선

정하 다(表 4-25 참조).

〈表 4-25〉 調査 象  規模    

조사구 조사 상가구
조사 상인구

건강부문 보건의식행태

 1,500 22,500가구 약 74,250명1) 약 20,000명2)

註: 1) 가구당 인구수 3.3명(’95년도 국민건강조사의 도시가구의 평균가구원수 

기 )

    2) 표본가구의 가구원  15～69세 가구원 약 20,000명(1가구당 1명 선정)

    3) ｢’97 서울시민지표조사｣의 강북구 조사자료(약 800가구)를 활용하되 400

가구에 한 추가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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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標本選定 方法

  표본선정을 한 모집단은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조사구 

자료와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1997년 4월 31일까지의 신축 

아 트 자료를 통합한 52,523개 조사구의 총 3,015,558가구가 된다. 표

본선정과정은 첫째, 52,523개 조사구를 구별로 분류하 고 둘째, 구별

로 조사구를 ① 일반주택이 가장 많은 조사구, ② 아 트가 가장 많

은 조사구, ③ 연립주택  다세  주택이 가장 많은 조사구, ④ 기타

조사구의 순서로 분류하 다. 셋째, 가구수를 기 으로 한 확률비례계

통추출법을 사용하여 구별로 각각 60개의 표본조사구를 독립 으로 

추출하 다. 넷째, 표본으로 추출된 표본조사구의 가구명부를 작성한 

다음 각 표본 조사구별로 15가구씩을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하 다.   



  3. 質的인 資料蒐集을 한 調査

  質的인 자료수집을 해서는 해당지역 정책 계자  보건소 직원

에 한 설문조사, 의료기   약국 설문조사, 보건소 이용자 설문조

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소 이용자 조사의 경우는 조사표를 보건소

에 비치해 이용자들을 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경

우는 郵便이나, 電話를 통한 설문을 실시한다. 


※ 강북구의 

○ 保健所 利用  說問調査

   — 調査目的  象: 보건소 이용 주민을 상으로 보건소 이용

경험, 보건소 사업 등과 련된 의견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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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調査 目

      ∙이용자 인 사항: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 경제수 , 의

료기  이용 소요시간 등

      ∙보건소 이용 황: 이용횟수, 이용이유, 지불비용, 서비스평가 등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

○ 保健所 職員 設問調査

   — 調査目的  象: 보건소 발 방향을 모색하기 하여 업무에 

한 직원들의 의견  發展展望 등을 조사 분석

   — 調査 目 

      ∙보건소 사업에 한 自體評價: 강북구 최우선 정책과제, 요 

보건소 기능, 심 상, 향후 보강사업  교육, 민간의료기

과의 서비스 수  비교, 주민의 불만요인, 보건소 기능 활

성화 방안 등

      ∙시설‧장비, 인력개발, 행정업무, 보건사업 등 분야별 보건소 

발 을 한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

○ 江北區 政策關係  設問調査

   — 調査目的  象: 강북구 보건소 발 방향 모색을 해 정책

결정에 치한 과장, 동장, 구의원 등을 상으로 보건의료시

책에 한 인식도 등 조사

   — 調査 目 

      ∙보건소 사업에 한 자체평가: 강북구 최우선 정책과제, 요 

보건소 기능, 심 상, 향후 보강사업  교육내용, 민간 의

료기 과의 서비스수  비교, 주민의 불만요인, 보건소기능 

활성화 방안 등

      ∙보건소 발 을 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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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藥局 設問調査

   — 調査目的  象: 강북구내의 약국을 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郵便調査를 실시함. 인력  시설 분포, 보건소  강북구 보건

의료발 에 한 의견을 조사 분석함.

   — 調査 目 

      ∙일반 황: 약국 명칭  개국기간, 약사 성‧연령, 인력구성, 

인력 정도 등 

      ∙환자의뢰체계 운용 정도  개선

      ∙강북구 보건의료발 방안: 강북구 우선보건문제, 2년 이내 폐

업의향

      ∙보건소 련 문항: 민간의료기  비 보건소 서비스 수 , 

보건소의 약국 감시업무 개선 , 향후 보건소 보강사업 등

○ 醫療機關 設問調査

   — 調査目的  象: 강북구내의 의료기 을 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郵便調査를 실시함. 진료 황, 보건소  강북구 보건의

료발 에 한 의견을 조사‧분석함.

   — 調査 目 

      ∙일반 황: 기 명칭, 개원기간, 문직종 등

      ∙진료 황: 일일 평균 외래  입원환자수, 재원일수, 야간  

주간 응 환자수

      ∙환자의뢰체계 운용 정도  개선

      ∙강북구 보건의료발 방안: 강북구 우선 보건문제, 2년 이내 

폐업의향

      ∙보건소 련 문항: 민간의료기  비 보건소 서비스 수 , 

보건소의 의료 감시업무 개선 , 향후 보건소 보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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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４節  保健問題의 優先 位 選定 

保社硏 模型의 제3단계에서는 수집‧분석자료를 보건문제의 우선순

와 우선 근 상 결정을 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實務作業班

은 지역사회의 심  참여를 유도하기 해 다음과 같은 過程들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기 을 정해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건강문제들을 表로 만든다. 

  둘째, 건강문제에 處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평가한다. 

  셋째, 건강문제들의 우선순 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可變性과 重要

性을 결정한다. 

  넷째, 건강문제들을 다룰 能力에 향을 끼칠지도 모를 사회 , 정

치 , 경제  요인들을 평가한다. 

  다섯째, 동일한 건강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의 로그램이

나 政策들을 악한다.

  우선순 를 정하는 일은 動的인 과정이므로 지역의 件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자료가 同一한 건강문제를 나타내는 

곳에서는 어떤 문제를 그리고 그것과 련된 어떤 危險要因을 먼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건강문제의 우선순 를 결정

하기 해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① 주요 사망원인, ② 有

病率이 높은 질병, ③ 특히 그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 문제 등이다.

  건강문제의 우선순 를 정하기 해서는 와 같은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여야 한다. 우선순 가 결정되면 保健所長은 그에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내의 련기 들로 하여  강구된 방안을 

반 할 수 있도록 勸獎한다. 이를 해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 등 大

衆媒體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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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본 단계에서는 취득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醫療利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한 각 요인들이 醫療利用행 에 미친 향

의 정도를 측정하여 의료비 억제, 의료자원 재분배, 인구계층간 는 

지역간 의료이용의 비형평성 개선 등과 같은 保健醫療政策을 수립하

기 한 보건의료수요‧공  분석  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1. 保健問題 優先 位를 나타내는 資料의 提示

  보건문제 우선순 를 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資料(데이터)와 

련하여 韓國保健社 硏究院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자료를 분석

하고 연 시키고, 제시하는 방법, 한 참가자들에게 情報利用의 요

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제시하는 방법, 지역사회의 

데이터와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에 해 技術的인 支援

을 하도록 한다.

  보건문제의 우선순 를 악하기 해서는 기존 2차자료  標本調

査에 의한 자료 그리고 주민의 要求(民願)  정책 계자 의견 조사에 

의한 자료를 종합 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우선순 의 결정을 하

여 統計資料를 이용하지만 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하기를 원하

는 사람들의 반  상태  이를 실행하는 보건소 직원  정책 계

자들의 의견을 反映하여 보건문제의 우선순 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死亡統計 資料

  우리 나라에서의 死亡統計는 우선 <제24호 사망신고서식>을 통한 

국민의 自發的 申告에 의한 통계와 이를 보완하기 해 실시되는 標

本調査에 의한 통계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신고에 의한 통계의 경우 

신고서는 각 區廳과 死亡  本籍地로 보내진 후 통계청에서 최종 취

합이 되는 앙집사방법으로 앙에서만 집계한다. 이는 원자료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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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信賴度도 낮은데다 더구나 분석인력이나 기법이 미비한 지방행정

서별로 집계할 경우 잘못된 결과치가 지방행정의 자료로 誤用될 소

지를 배제하기 해서이다. 낮은 신고율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결여

를 보완하기 하여 人口動態標本調査를 실시해 통계청에서 매년 보

고서로 발간한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

라 全國單位로 제공되고 있어 지역에서 이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한 이 있다. 

  최근 韓國保健社 硏究院에서 의료보험자료와 의료기 조사를 통해 

출산에서부터 우리나라 체 出生兒의 生死 否를 추 하여 수자

료에 근거한 嬰兒死亡率을 산출한바 있으나 이 자료 한 의료보험자

료에 기재된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계로 인해 지역별 嬰兒

死亡率은 산출되지 못하 다.

  따라서 지역에서 사망과 그 원인에 한 자료 산출해 내기 해서

는 각 洞事務所에 주민의 신고에 의해 취합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물론 이 자료가 앞에서 언 했듯이 正確性  信賴性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각 區에서는 장기 으로 주민에 한 지도와 홍보

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고, 사망원인과 같은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높

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 자료의 信賴性  妥當性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망과 련된 자료를 해당지역의 地域

保健醫療計劃 수립을 한 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4호 사망신고서식>에 의한 신고가 신뢰성  정확성을 갖게 

된다면, 각 구에서는 洞事務所에 신고된 신고서를 취합하여 사망률, 

주요 사망원인, 모성사망률, 아사망률을 산출해 낼 수 있다. 한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사망원인별 잠재  수명손실년수의 계산도 가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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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6〉 主要 死亡原因 比

순
  국1) 서울시2) 강북구2)

     계 (63.5%)

1
2
3

4
5

암
뇌 질환
불의의 사고

심장병
만성간질환

(21.4%)
(16.0%)
(12.3%)

( 8.3%)
( 5.5%)

資料: 1)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2) 구청 산통계계 자료 참고

〔그림 4-9〕 主要 死亡原因 比 (가상수치 )

〈表 4-27〉 慢性疾患  事故樣相

구  분 지역내 사망자수 지역내 총사망자  비율(%)

만성
질환

각종 암
고 압
뇌 질환
당뇨병
퇴행성 염
치매
알콜 독
정신질환

각종
사고

농기계사고
농약 독
교통사고

資料: 구청 산통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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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質的 調査資料

  해당지역 정책 계자  보건소 직원에 한 설문조사, 의료기  

 약국 설문조사, 보건소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質的資料를 蒐集

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향후 보강이 되거

나 꼭 실시되어야 할 사업에 해 악해야 한다. 이는 보건소 이용

자, 보건소 직원  정책 계자, 지역내 의료기  종사자 등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실시사업의 우선순 를 결정해야만 한다.

〈表 4-28〉 保健所 事業의 優先 位度 評價

내     용

순   
평균

평가도
최종
순보건소

이용자
공무원

의료기
종사자

유아

보건

신생아, 유아건강검진

유아 방 종

선천성질환아 리

학생보건
학교 방 종(뇌염, 풍진 등)

체질검사 지원

성인보건

건강검진

방 종(B형 간염, 독감 등)

체력평가  운동처방실 운

모성보건

산 ‧후 리사업

모유수유사업

피임사업 

구강보건

불소양치사업

치면열구 색사업

보철, 치아홈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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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8〉 계속

내     용

순   
평균

평가도
최종
순보건소

이용자
공무원

의료기
종사자

만성

염병

리

약수터 등 수질검사

방역소독

1, 2종 염병 리

성병 리

나병 리

결핵 리

기생충 리

정신보건

치매환자 리

재가 정신질환자 리

알콜 독 리

약물오남용 리

재활보건

신체장애자 등록 리

염환자 등록 리

고 압환자 등록 리

뇌 질환( 풍)자 리

방문보건
환자 방문간호  진료

임종간호(호스피스)

진    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1차진료 반

의약무 리 의약업소의 인허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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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標本調査 資料

  標本으로 선정한 지역주민을 상으로 조사한 건강, 의료이용, 보건

의식행태조사 결과는 비슷한 지역, 廣域地方自治團體, 국자료와 비

교해 본다. 이런 비교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해당 지역사회에 더욱 

범 한 건강문제를 악할 수 있으며, 지역내의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건강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廣域自治團體에서는 基礎自治團體에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정기 인 건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컨 , 서울시의 경

우 25개 區別(區別로 800가구)로 표 조사표에 의해 1997년도에 첫조

사를 실시하 으며 앞으로 매 4년마다 건강조사가 실시될 정이다. 

조사자료는 保社硏이 리하는데, 해당지역의 통계를 컴퓨터 처리된 

형식으로 구할 수 있다. 각 구별로 보다 다양한 분석을 하기 해서

는 약 400가구 정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2).

  1) 有病率과 發病率

  有病率은 인구집단별로 질병의 부담을 양 으로 나타내는데 쓰인

다. 건강조사 자료는 질병과 상해, 장애의 주요 원인을 악하고 질병

으로 인한 社 的‧經濟的 費用을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발병률은 어떤 기간 동안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나 사건들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有病率은 주어진 시간 동안 존재하는 질병이나 다른 건

강사건들을 알려진 것이건, 새로운 것이건 모두 측정하는 것이다. 이

들 자료는 지역사회의 주요 질병과 원인  경제  부담을 확인하도

록 도와 다.

2) 지역보건지침서에 의하면 최소 약 1,000가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지역

보건계획 작성지침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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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病率은 건강조사를 통해 수집하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 자료를 분

석하여 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醫療費 청

구서에 기재된 진단 질병명의 부정확성, 사람수로 집계되지 않고 診

療件數로만 集計되어 단 인구당 질병발생률이나 유병률 산출이 불가

능한 , 지역의료보험조합 자료만 이용이 한정된다는  등의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  이용환자 챠트를 분석할 경우에는, 

地域病院에 오는 환자수가 그 지역의 환자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즉, 그 병원에 지역사회 외부환자가 올 수도 있고, 그 지방 居住 가 

다른 지역사회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病院 院 데이터는 주정부 기 이나 지역병원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데, 이환율 데이터의 주요 情報源이 된다. 이런 데이터

에는 입원의 원인과 입원일수가 들어있어 지역사회가 짊어지는 질병

과 장애의 부담  비용을 측정하는데 기여한다. 州 규모의 퇴원 데

이터베이스는 35개 州에 의해 리되는데, 건강계획세우기와 비용억

제책을 일반 으로 뒷받침해 다. 많은 州에서는 癌이나 先天性 畸

形兒와 같은 건강우선순  등록처를 두고 있다. 

  단순한 사망자수나 입원자수는 死亡率과 罹患率의 부담을 표 하는

데 치 못할 수 있다. 인구집단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망률과 이환율 데이

터는 比率로 표시하여 比 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結果表는 지역별, 

연도별, 주요 變數別로 비교할 수 있게끔 작성한다. 

  유병률이나 발생률은 保健資源의 체 인 할당을 결정하는데 유용

하며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세울 때 社 經濟的 變數別 질병의 유형에 

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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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9〉 主要 慢性疾患 有病率(人口 1,000名當)

질    환   국
1)

서울시
2)

강북구
2)

 소화성 궤양  염

 염

 고 압

 당  뇨

 만성폐색성 폐질환

62.6

38.4

22.3

20.0

17.0

資料: 1) 남정자 외,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2) 서울시 건강지표조사,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1997.

〔그림 4-10〕 主要 慢性疾患 有病率(人口1,000名當)(가상수치 例) 



156

〈表 4-30〉 年間 慢性疾患 有病率
1)
: 年齡別

2)

체  0세 1～6 7～18 19～64 65세 이상

  체(이환건수)

암

암
간암
폐암 는 기 지암

장암
유방암
자궁암

기타 부  암

근골격계  
결합조직질환

염

통풍
요통, 좌골통
디스크(추간  탈출증)

소화기계질환
소화성궤양  염
간염, 간경변증

내분비장애
당뇨병
갑상선질환

순환기계질환

고 압
풍, 뇌 질환

심증, 심근경색증
기타 심장질환

호흡기계질환

폐결핵, 결핵
만성 폐색성 폐질환
기 지 확장증

축농증(만성 부비동염)  

, 귀 질환
백내장

만성 이염

정신장애

신경증

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증
치매(노망)

구강질환
충치
만성치주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 피부  피하조직 질환

사고  독의 후유증

기타, 미분류

  註: 1) (연간 만성질환 이환건수÷ 체 조사 상 인구)×1,000

      2) 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나타나 있는 연령그룹임.

資料: 서울시 건강지표조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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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1〉 2週間 急性疾患 發生率
1)
: 年齡別

2

체 0세 1～6 7～18 19～64 65세 이상

  체(이환건수)

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유아기에 흔한 질환
  장 감염병
  바이러스성 질환
  기타
호흡기계질환
  감기
  기타 성 호흡기감염
  인 루엔자
  성기 지염
  폐염
  기타 호흡기계질환
각종 사고
  골 , 탈구
  삐거나 인 가 늘어남
  개방창, 열창
  좌상,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독 약물 독, 농약 독

소화기계질환
  구강질환(잇몸질환)
  소화불량, 미시꺼움, 구토
  기타 소화기계질환

신경계  감각계 질환
  성   부속기 이상
  성 귀의 이상
  기타 귀의 이상
비뇨생식기계질환
  성 비뇨기계 이상
  기타 비뇨기계질환
  월경이상
  기타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합병증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
  성 등, 척추, 목의 동통
  기타 근골격계 질환

두통(편두통 제외)

열(고열)

기타 성질환

  註: 1) (2주간 발생된 성질환건수÷ 체 조사 상 인구)×1,000
      2) 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나타나 있는 연령그룹임.

資料: 서울시 건강지표조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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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長期  2週間 活動制限

  活動制限(Disability)이란 질병, 상해,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인해 

平素活動에 장‧단기간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활동제한일(Disability 

day)은 단기 활동제한일(Restricted Activity), 침상와병일(Bed Days), 입

원일(Hospital Days), 결근일(Work-loss Days) 는 결석일(School-loss 

Days)로 분류된다.

  短期的인 活動制限(Restricted Activity)이란 활동상의 완 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平素活動에 지장(감소)이 있었던 경

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컨데 ① 심식사후 약 1시간 정도 낮잠을 

잔 경우는 활동감소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② 평소 하던 최소의 일의 

양을 인 경우는 활동감소로 포함시키되 평소 하는일보다 한 일을 

인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기 활동제한일(Restricted-activity 

Day)이란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평소활동을 평소보다 덜해야 했던 날

을 말하며 평소활동은 연령이나 요일, 기후, 기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침상와병일(Bed-disability Day)이란 疾病이나 傷害로 인해 거

의 하루종일(반나  이상) 워있었던 날을 말한다.

  長期的인 活動制限(Chronic Activity Limitation)이란 만성질병이나 장

애로 인해 재 활동에 제한을 가져온 경우로서 활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① 주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주요 활동의 양과 종

류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③ 주요활동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밖의 

일상활동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 ④ 활동에 아무런 제한도 없는 경우

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활동제한과 련된 지표는 질병으로 인한 社 經濟的 損失을 산출

하는데 유용하며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여명을 계산할 때도 필

요하다. 한 장기활동제한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지역내 요 보호

상 인구의 추정이나 보건복지의 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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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의 건강지표조사 결과표 작성 

〈表 4-32〉 主要 活動에 한 制限의 程度

(단 : %)

계 (N)

주요 
활동에 
제한 
없음

주요 활동에 제한 있음

소계
 

수행하지 
못함

양과 종류에 
제한이 있음

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기는 하나 

주요활동에는 
지장이 없음

     체 100.0(    )

성

  남자

  여자

100.0(    )

100.0(    )

거주지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연령

   0～16세

  17～44세

  45～64세

  65～74세

  75세 이상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表 4-33〉 短期活動制限의 程度

국 서울시 강북구

인구1인당 연간 활동제한일수

인구1인당 연간 활동감소(Cut Down Day)일수 비율

인구1인당 연간 침상와병일수

資料: 서울시 건강지표조사,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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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4〉 長期活動制限 程度    

국 서울시 강북구

주요활동(직업, 가사일, 학업 등)을  수행 

못하는 인구비율

주요활동의 양과 종류에 제한이 있는 인구비율

주요활동에 제한을 래하게 된 

주 원인

1순

2순

3순

4순

연령조정 활동장애 연수(DALY)
1)

  註: 1)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YLL(Years of Life Lost)＋YLD(Years Lived 

with Disability)

資料: C. J. L. Murray,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1996, pp64～66.

서울시 건강지표조사,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 참조

〔그림 4-11〕 活動制限의 程度(人口 1人當 年間 日數)(가상수치 )



  3) 醫療利用 實態: 外來‧入院

  주민의 의료인과의 빈도를 알아보기 해 인구 100인당 2주간 

평균 외래 訪問回數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성별‧연령별로 

국  역, 기 지역별로 비교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수 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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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의료기  이용횟수  지역내 공공보건기 (보건소)의 이용횟

수 비율을 알아보는 보건기  이용률은 해당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률을 나타내 다. 保健所 利用率을 성별, 연령별, 교육수 별, 소득별

로 살펴 으로써 이용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 특성을 악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 사업  역할 정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醫療機關 親和度는 체 의료기  이용회수  해당지역내에 치

한 의료기 의 이용회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의료기  친화도는 해당

지역 의료기 수의 정성 여부를 단할 기 을 제공한다. 의료기

별로 친화도를 살펴보고 특정 의료기 의 친화도가 낮다면 해당지역

에 있어 그 의료기 의 수, 서비스, 교통 등에 있어 問題가 있음을 간

으로 변해 다고 할 수 있다.

  타지역 의료기  이용률은 의료기  친화도와 반 의 개념으로서, 

특정 의료기 에서 본 지표가 높게 나왔다면, 그 원인을 심도있게 

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서울시  강북구 보건지표조사 결과표 작성의 

〈表 4-35〉 人口 100人當 2週間 平均 外來 訪問回數1): 性別‧年齡別

  국 서울시 강북구

 체

 성
남 자
여 자

 연령

 0세
 1～ 6세
 7～18세
19～64세
65세 이상

註: 1) (2주간 외래의료 총 방문횟수÷ 체 조사 상 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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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6〉 保健機關 利用率
1)
: 性別‧年齡別‧敎育水準別‧所得別

국 서울시 강북구

        체

성

  남 자

  여 자 

연령

   0세

   1～ 6세

   7～18세

  19～64세

  65세 이상

교육수

  미취학(만 6세 이하)

  무학

  국졸

  졸

  고졸

  문 졸 이상

가구소득수 (월평균)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1～300만원

  301만원 이상

註: 1) 지역내 공공보건기  이용횟수÷ 체 외래이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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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7〉 醫療機關 親和度
1)
: 醫療機關別

체
종합병원

(3차)
종합병원

(2차)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보건소

외래

    국

  서울시

  강북구

입원

    국

  서울시

  강북구

註: 1) 해당지역내 의료기  이용횟수÷ 체 의료기  이용횟수

〈表 4-38〉 他地域 醫療機關 利用率
1)
: 醫療機關別

체
종합병원

(3차)
종합병원

(2차)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보건소

외 래

    국

  서울시

  강북구

입 원

    국

  서울시

  강북구

註: 1) (1—친화도)×100

〈表 4-39〉 平均入院率1): 醫療機關別

  체
종합병원

(3차)
종합병원

(2차)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소

  국

서울시

강북구

註: 1) (연간 입원횟수÷ 체 조사 상 인구)×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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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0〉 平均在院日數
1)
: 醫療機關別

  체
종합병원

(3차)
종합병원

(2차)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소

  국

서울시

강북구

註: 1) 연간 총재원일수÷입원환자수



  4) 母子保健實態

  모자보건조사는 연령 15～44세 사이의 유배우 여성을 조사 상으로 

하여, 피임  유산경험 해 조사하고, 특히 1995년 9월 이후에 출생

한 아기가 있는 의 엄마를 조사 상으로 하며, 분만종류  임신  

카페인섭취, 음주, 흡연, 간 흡연 등을 조사한다.


※ 서울시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표의 

〈表 4-41〉 先天性代謝異常 檢査率1): 産母 年齡別  

산모연령 국 서울시 강북구

 15세 미만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註: 1) (선천성 상이상 검사자수÷ 체출생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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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2〉 母乳授乳率: 地域別

계
모유

비수유

모유수유

소계
1개월 
미만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체 100.0

동북생활권
  동 문구
  성동구
  진구
  랑구
  성북구
  도 동
  강북구
  노원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심생활권 100.0

서북생활권 100.0

서남생활권 100.0

동남생활권 100.0

〈表 4-43〉 姙娠中 커피飮用: 地域別

계
커피 

비음용

커피 음용

소계
하루 

2잔 미만
하루 

3～4잔 
하루 

5잔 이상

  체 100.0

동북생활권
  동 문구
  성동구
  진구
  랑구
  성북구
  도 동
  강북구
  노원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심생활권 100.0

서북생활권 100.0

서남생활권 100.0

동남생활권 100.0



166

〈表 4-44〉 姙娠中 飮酒: 地域別

계 음주 무
임신  음주

소계 월 1회 미만 월 2～4회 주 2～4회 거의 매일 

    체 100.0

동북생활권
  동 문구
  성동구
  진구
  랑구
  성북구
  도 동
  강북구
  노원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심생활권 100.0

서북생활권 100.0

서남생활권 100.0

동남생활권 100.0

〈表 4-45〉 姙娠中 吸煙: 地域別

계 비흡연

임신  흡연

소계
월 

반갑 이하
월 한갑

하루 
반갑 이하

하루 
반갑 이상

    체 100.0

동북생활권
  동 문구
  성동구
  진구
  랑구
  성북구
  도 동
  강북구
  노원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심생활권 100.0

서북생활권 100.0

서남생활권 100.0

동남생활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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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6〉 姙娠中 間接吸煙: 地域別

계
임신  간 흡연

소계 1주 미만 2주 미만 3주 미만 3개월 이상 매일

    체 100.0

동북생활권

  동 문구
  성동구
  진구
  랑구
  성북구
  도 동
  강북구

  노원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심생활권 100.0

서북생활권 100.0

서남생활권 100.0

동남생활권 100.0



  5) 保健意識行態

  주요 사망원인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行動危險要因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한 부분이다. 보건의식행태조사 자료는 개선가능한 건강 험요인

과 우선 으로 배려를 해야 할 人口集團을 악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해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989년부터 매 3년마다 국민건강조사
와 병행하여 국규모의 보건의식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7

년부터 서울시는 시민보건지표조사의 일환으로 25개 구별로 보건의

식행태조사를 실시하 으며 매 4년마다 정기 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保社硏은 최근 조사된 보건의식행태조사 자료와 서울시민보건지

표조사의 산화 자료를 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區別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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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려면 조사자료의 표본이 작아서(800가구) 건강 험요인 발 률

(risk factor prevalence)을 추정하기에 부 당하다거나 사회경제  변수

별로 다양한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인근 유사한 구

를 묶는 방법으로 그 지역 데이터의 混合豫測(synthetic estimates)이 가

능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이외에 국민건강조사 결과

와 같은 국가규모의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부분집합에 해 국조사자

료나 역지방자치단체 조사자료에 의한 혼합 측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부족한 標本規模에 한 추가 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컨데 서울 강북구의 경우는 30개 조사구의 400가구를 추가

로 조사함으로써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자료 800가구(60개 조사구)를 

포함하여 조사할 경우 총 60개 조사구의 1,200가구가 되어 보건복지

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서에서 제시한 1,000가구를 과

하는 충분한 표본이 확보된 셈이다. 이러한 경우 保社硏으로부터 조

사를 수행하기 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3).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하고자 한다면 특정 험요인에 한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 

  調査資料의 分析을 해서는 먼  질병에 한 원인들과 험요인

들을 악한다.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는, 건강치 못한 습

들, 질병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생물학  혹은 유 학  상태, 불충

분한 보건제도, 안 치 못한 環境을 들 수 있다4).

3) 미국의 경우는 질병 리센터(CDC)가 주축이 되어 1984년부터 건강 험요인 감시

시스템(BRFSS: Behaviro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을 시작하여 주 규모의 

특이한 생활양식과 련된 험요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994년 50개주 모두와 

콜롬비아 지역은 건강 험요인 감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4)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불건강한 행동이 조기사망에 가장 많이 기여하며, 심장질환

의 54%, 암의 37%, 자동차 사고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75세 이  사망의 50%가 불건강한 행동에서 비롯되고, 20%가 환경요인, 20%가 생

물학  요인, 그리고 10%가 불충분한 보건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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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요인은 생활양식과 련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험요

인 에는 변화될 수 없는 험요인과 변화가능한 험요인이 있다. 

保社硏의 연구결과 女子, 高年齡層, 소득 계층이 변화될 수 없는 危

險要因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집단에 해서는 보건의료 資源의 

배분이나 로그램의 제공 측면에서 우선 인 배려가 요구된다. 

  그러나 스트 스나 흡연, 과다체 , 운동부족, 수면부족과 같은 

험요인은 라이  스타일을 수정함으로써 변화가능한 험요인은 

연, 건강한 식품의 섭취, 정기 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등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특정 질병에 한 험을 일 

수 있다.

  環境要因도 사망이나 장애의 험을 낮추기 해 변화시킬 수 있

다. 를 들어,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 신호 등을 설치한다든가 

슈퍼마켙에 보다 많은 지방 식품 등을 비치하게끔 하는 것 등이다. 

  政策變更도 가능하다 - 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담배 매를 지하

는 것 등은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확실하

게 하기 해 깨끗한 실내 굥기정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며, 산업

보건 정책을 통해 직장인들이 정기 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

축성 있는 작업계획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保社硏은 지역별로 사망과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한 험요인을 확인하며, 이런 험요인들을 이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 시켜 死亡과 障碍를 이도록 하는 연구를 계속 으로 추

진 한다. 다음〈表 4-48〉은 주요 사망원인에 기여하는 험요인들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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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7〉 身體的 健康指標別 主要 危險要因  相  危險度 

종    류
만성질환

주  건강(나쁨) 만성질환(있음)

변화될 수 없는 주요 험요인

(Major risk factors that can't be 

changed)

여자

40세 이상

소득

(1.25)

(1.27)

(1.21)

여자

40세 이상

군거주

소득

(1.32)

(2.16)

(2.16)

(1.44)

변화될 수 있는 주요 험요인

(Major risk factors that can be 

changed)

과다체

운동부족

스트 스

육식선호

염분섭취

(0.91)

(0.82)

(1.30)

(0.93)

(1.06)

흡연

과다체

운동부족

수면부족

스트 스

(1.20)

(1.13)

(1.10)

(1.15)

(1.15)

資料: 남정자 외, 한국인의 건강수 에 미치는 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表 4-48〉 主要 死亡原因에 寄 하는 危險要因

암
뇌

질환

불의의 

사고
심장병

만성

간질환

행  

험요인

흡연 ∨ ∨ ∨ ∨

과음 ∨ ∨

운동부족 ∨ ∨

고 압 ∨ ∨

비만 ∨ ∨

스트 스 ∨ ∨ ∨

약물남용 ∨

안 벨트 비착용 ∨

비행  

요인

유  요인 ∨ ∨ ∨ ∨

환경  요인 ∨

직장의 유해환경 ∨

도로여건 ∨

보건의료 근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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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 건강조사 결과표의 

〈表 4-49〉 吸煙現況

국
1) 서울시 강북구

   체

성

  남 자

  여 자 

연령

  18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註: 1) 남정자 외,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資料: 서울시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표 참조

〈表 4-50〉 飮酒現況

국1) 서울시 강북구

        체

  성
    남 자
    여 자 

  연령
 18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註: 1) 남정자 외,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資料: 서울시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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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51〉 定期 健康檢診 現況

국
1) 서울시 강북구

   체

  성
    남자
    여자 

  연령
 18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註: 1) 남정자 외,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資料: 서울시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표 참조

〈表 4-52〉 規則的 運動頻度

계(N) 안한다 가끔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거의 
매일

 체 100(    )

성
  남 자
  여 자 

100(    )  
100(    )  

연령
  18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100(    )
100(    )
100(    )


  6) 삶의 質 指標

  과거에는 인구집단의 건강수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사망률

이나 평균수명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질병이나 불구를 지닌 채 

不健康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질 으로 

건강수 을 나타내기 한 지표들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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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재  수명상실년수(Years of Potential Life Lost)

  질병의 향을 검토하는 방법 에는 선택된 한계연령(Selected Age 

End Point) 에 일어나는 각 사망에 해 잠재수명 상실년수(Years of 

Poetntial Life Lost, YPLL)를 찾는 방법이 있다. 즉, YPLL은 조기사망

의 측정이다. 일반 으로 限界年齡(Limit to Life)은 65세이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조기사망은 75세 혹은 85세 이 의 사

망으로 정의된다5). 신 한계연령은 특정 연령집단의 평균수명에 기

할 수 있다. 그 게 되면 YPLL은 사망연령과 선택된 한계연령 사

이의 차이가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YPLL= ∑
L

x=0
dx(L-x)

L: 선택된 한계연령

x: 사망연령 

    dx: 각 연령에서의 사망자수

  YPLL은 특정 질병에 의한 死亡負擔을 실시하는  다른 방법이다. 

YPLL은 노인보다 은이에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은이에게 향이 

있는 사망원인을 부각시키게 된다. 이것은 유방암이나 심장 상동맥

질환과 같은 慢性疾患이나 事故에 의한 조기사망을 나타내는데 유효

하다. 특정원인에 의한 사망에 기인한 수명 상실년수의 계산은 지역

사회로 하여  사망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체의 생명

상실로 여기게끔 도와 다. 

  주요 사망원인별 잠재  수명손실년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하면 된다. 를 들어 암질환에 의해 각연령에 따른 死亡 가 

아래와 같이 주어지고, 임의로 한계연령을 65세, 인구 체를 1,000,000

5) 일반 으로 한계연령은 60～85세로 범 하게 사용된다(CDC: 1986; Romeder & 

McWhinni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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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설정했을 경우, 인구 체의 YPLL은 9,000년이고, 64세 이하 

사망자당 평균 YPLL은 20년으로 계산이 된다.

※ 암질환에 의한 잠재  수명손실년수 계산 

연령(x) (L-x) 사망자수(dx) dx(L-x)

⋮ ⋮  ⋮  ⋮

30 35  10 356

31 34  15  34

32 33  11  33

⋮ ⋮  ⋮   ⋮

62  3  15   3

63  2  12   2

64  1   9   9

계 450 9,000

           註: 한계연령은 65세, 인구 체는 100만명으로 함.


※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표의 

〈表 4-53〉 潛在的 壽命損失年數

질  환   국1) 서울시2) 강북구2)

계

암

뇌 질환

불의의 사고

심장병

만성간질환

  註: 1)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96.

2) 서울시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資料: 구청 산통계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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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健康餘命

  건강여명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조 이라도 아 지 않고 불

편함이 없는 상태로 살 수 있는 기간으로써 平均壽命에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기간을 뺀 기간을 말한다. 이는 

주어진 社 的 機能을 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건강이라고 정의

하는 데에서 비록된다(Dubos, 1981), 즉 건강을 사회 개념에서 악

하는 것으로써 삶의 質을 측정하는 가장 요한 지표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여명의 측정을 해서는 건강의 반 개념인 傷病이나 障碍로 

인한 여명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2주간 활동제한일수를 

통해 추정된 활동제한여명, 성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여명, 침상와

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여명, 만성질환으로 인한 상병여명 등의 산출이 

필요하다. 


※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결과표의 

〈表 4-54〉 健康餘命

평균수명4) 건강여명5) 병에 시달리면서 사는 기간

남자
   국

1)

 서울시2)

 강북구3)

69.5 50.7 18.8

여자
  국

서울시
강북구

77.4 49.9  27.5

資料: 1) 남정자 외, ’95년 국민건강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1995.

2) 서울시 건강지표조사    3) 강북구 건강지표조사

4)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1996. 

5) 윤병 ‧김정근, 한국인의 활동장애가 없는 건강여명에 한 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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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特異한 健康事件

  특이한 건강사건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에 짧게 는 길게 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事件이나 活動을 말한다. 특이한 건

강사건의 로는 특별한 지역사회보건향상, 보건교육활동, 보건법, 환

경 혹은 지역 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 사건은 건강에 정 일 수도 

있고 부정 일 수도 있다. 를 들어 정  사건에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착수라든가 健康增進 法案의 통과 등이 있을 것이다. 부정  

사건에는 삼풍백화 사고나 성수 교 붕괴사건 같은 것이다.

  삼풍백화 사고나 성수 교 붕괴사건은 지역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死亡資料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해 다. 따라서 안정 인 추

세를 악하기 해서는 어도 5가지 주요 사망원인에 한 3～5년

간의 추이를 제시해야 한다. 일회  사건으로 건강우선순 를 정할 

경우 왜곡될 수도 있다.

第５節 地域保健醫療 要‧供給 分析  推計 實際

  1. 醫療 要分析 

  醫療 要分析은 保健計劃이나 保健政策樹立에 가장 심 이며 

요한 첫 단계이다. 일반 으로 보건의료수요분석의 목 은 의료이용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한 각 요인들이 의료이용행 에 

미친 향의 정도를 측정하여 의료비 억제, 의료자원 재분배, 인구계

층간 는 지역간 의료이용의 비형평성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정책

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醫療 要推定을 근거로 하여 의료수요추

계를 하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의료자원의 종류와 양이 결정된다. 이 



韓國的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模型: ｢保社硏｣ 模型 177

측된 의료자원수요와 의료자원공  추계치를 비교하여 保健計劃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의료수요분석에서는 각 의료서비스종류별 醫療利用決定要因

分析과 所得階層間 衡平性分析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 인 수요분

석은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醫療 要推計

  의료수요추계에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주 인 추계방법

과 수량 인 추계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수량 인 자료가 없는 경

우에는 主觀的인 方法을 사용하거나 는 둘 다 사용하기도 한다.  

수량 인 방법  회귀분석방법이나 Box and Jenkins 類型의 ARIMA

모델 같은 것은 이에 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

제 보건계획가들이 외부 문가의 도움없이 할 수 있는 過去 醫療 利

用量을 사용하여 의료수요를 추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재의 의료이용률이 장래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장

래의 의료수요 추계치는 과거 는 재의 의료이용률을 장래추계인

구에 곱한 것이다.  

) 1( ij
ij

ijkk 인구수의료이용량인당의료수요추계치 ×= ∑

  여기서 1인당 醫療利用量은 어떤 기 시 의 국치이거나 는 어

떤 지역의 1인당 의료이용량이고, 인구수는 추계하고자 하는 시 의 

추계인구이다. 그리고 ⅰ=성별(남, 여), j=연령계 (0～4, 5～9, 10～

19, 30～39, 40～49, 50～59, 60～69세, 70세 이상 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k=의료서비스종류(외래, 입원, 공공외래, 민간외래, 치과, 약

국, 한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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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55〉 外來醫療 要推計(1)

연령
1)

(세)

국 1인당 
외래방문횟수2)

해당지역
인구수3)

연령별‧성별 
외래수요추계량4)

연령별 
외래수요추계치

남
(A)

여
(B)

남
(C)

여
(D)

남
(A×C)

여
(B×D)

(A×C)
+(B×D)

합 계

 0～4세
 5～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註: 1) 연령은 이용자료의 구분에 따라 연령계 을 달리할 수 있음.

2) 해당지역의 자료나 국치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

1인당 외래이용방문횟수ij = 외래총방문횟수ij/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3) 추계하고자 하는 연도의 해당지역의 추계인구수

4) 외래방문횟수추계치=∑
ij

(1인당 외래방문횟수ij× 해당지역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단, 연령별 성별 1인당 외래방문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表 4-56〉 外來醫療 要推計(2)

국 1인당 
외래방문횟수(A)

해당지역인구(B)
외래수요추계치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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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57〉 公共(保健所, 保健支所)外來醫療 要推計(3)

연령
1)

(세)

국 1인당 
공공외래
방문횟수2)

해당지역
인구수3)

연령별‧성별 
공공외래

수요추계량4)

연령별 
공공외래

수요추계치

남
(A)

여
(B)

남
(C)

여
(D)

남
(A×C)

여
(B×D)

(A×C)＋(B×D)

합 계

 0～4세
 5～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註: 1) 연령은 이용자료의 구분에 따라 연령계 을 달리할 수 있음.

2) 해당지역의 자료나 국치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

1인당 공공외래이용방문횟수ij = 공공외래총방문횟수ij/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3) 추계하고자 하는 연도의 해당지역의 추계인구수

4) 공공외래방문수추계치=∑
ij

(1인당공공외래방문수ij×해당지역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단, 연령별 성별 1인당 공공외래방문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表 4-58〉 公共外來醫療 要推計(4)

국 1인당 
공공외래방문횟수(A)

해당지역인구(B)
공공외래수요추계치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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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59〉 民間外來醫療 要推計(5)

연령1)

(세)

국 1인당 
민간외래
방문수2)

해당지역
인구수3)

연령별‧성별 
민간외래

수요추계량4)

연령별 
민간외래

수요추계치

남
(A)

여
(B)

남
(C)

여
(D)

남
(A×C)

여
(B×D)

(A×C)＋(B×D)

합 계

 0～4세
 5～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註: 1) 연령은 이용자료의 구분에 따라 연령계 을 달리할 수 있음.

2) 해당지역의 자료나 국치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

1인당 공공외래이용방문횟수ij = 공공외래총방문횟수ij/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3) 추계하고자 하는 연도의 해당지역의 추계인구수

4) 공공외래방문수추계치=∑
ij

(1인당공공외래방문수ij×해당지역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단, 연령별 성별 1인당 민간외래방문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表 4-60〉 民間外來醫療 要推計(6)

국 1인당 
민간외래방문횟수(A)

해당지역인구(B)
민간 외래수요추계치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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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61〉 入院醫療 要推計(1)

연령1)

(세)

국 1인당 

연간입원일수
2)

해당지역

인구수
3)

연령별.성별 

입원수요추계량
4)

연령별 

입원수요추계치

남
(A)

여
(B)

남
(C)

여
(D)

남
(A×C)

여
(B×D)

(A×C)＋(B×D)

합 계

 0～4세
 5～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註: 1) 연령은 이용자료의 구분에 따라 연령계 을 달리할 수 있음.

2) 해당지역의 자료나 국치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

1인당 공공외래이용방문횟수ij = 공공외래총방문횟수ij/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3) 추계하고자 하는 연도의 해당지역의 추계인구수

4) 공공외래방문수추계치=∑
ij

(1인당공공외래방문수ij×해당지역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단, 연령별 성별 1인당 입원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表 4-62〉 入院醫療 要推計(2)

국 1인당 입원일수(A) 해당지역인구(B) 입원수요추계치(A×B)

0.8787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 -1995년도 국민건

강  보건의식행태조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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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63〉 藥局醫療 要推計(1)

연령1)

국 1인당 
약국방문횟수2)

해당지역
인구수3)

연령별.성별 
약국수요추계량4)

연령별 
약국수요추계치

남
(A)

여
(B)

남
(C)

여
(D)

남
(A×C)

여
(B×D)

(A×C)＋(B×D)

합 계

 0～4세
 5～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註: 1) 연령은 이용자료의 구분에 따라 연령계 을 달리할 수 있음.

2) 해당지역의 자료나 국치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

1인당 공공외래이용방문횟수ij = 공공외래총방문횟수ij/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3) 추계하고자 하는 연도의 해당지역의 추계인구수

4) 공공외래방문수추계치=∑
ij

(1인당공공외래방문수ij×해당지역인구수ij)

여기서 i = 성,  j = 연령계 임.

  단, 연령별 성별 1인당 약국방문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表 4-64〉 藥局醫療 要推計(2)

국 1인당 
약국방문횟수(A)

해당지역인구(B)
약국수요추계치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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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요추계를 에서 계산한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의료수요추계치는 회귀분석방법이나 ARIMA모델을 사용해서 

의료수요추계하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보건계

획을 수립하기 해서 외부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수요이론에 

의한 의료수요함수에 근거해서 의료수요를 추계하거나 ARIMA 모델 

등을 이용한 보다 정확한 추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保健醫療資源의 要推計

  保健計劃을 한 의료수요추계의 다음 단계로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 을 측하여야 한다. 즉, 보건의료자원의 수요와 공 추계는 수요

와 공 에 하여 과거와 재까지 失態  推移를 分析하고 來를 

豫測하여 한 醫療資源供給計劃을 수립하는데 목 이 있다.  

  일반 으로 醫療資源의 要推計方法 역시 주 인 방법과 수량

인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의료자원수요추계에 흔히 사용되는 방

법인 ‘인구 비 의료자원수방법’과 ‘의료수요량에 근거를 둔 방법’이 

있는데 인구 비 의료자원수 방법은 의사수요를 추계할 때 사용하는 

PPR(Physician to Population Ratio)의 개념을 다른 의료자원수요추계에

도 확장한 방법인데 장래의 추계인구수에 근거하여 인구 비 의료자

원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재의 인구 비 의료자원을 표 으

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인구와 의료자원 특히 의료인력

의 특성이 같지 않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추계시 문

제 이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추계한 醫療 要推計量을 기 으로 의

료자원의 수요를 추계하고자 한다. 즉, 의료수요추계량을 醫療人力이

나 醫療施設數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醫療人力當 生産性이나 醫療施設

當 患 數를 용하여 필요한 의료자원의 수요량을 추계한다. 이 방

법으로 의사추계를 할 때 나타나는 문제 은 첫째, 의사는 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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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의료생산성이 매우 다양한데 이를 반 시

키지 못하는 문제 이 있고, 둘째, 의사의 진료생산성은 진료시간, 진

료보조원수, 개원의 형태, 의사개인의 특성(연령, 성 등)에 향을 받

는다는 문제  등이 있지만 기 자치나 역자치단 에서 의사수의 

수요와 공 이 향후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미리 추정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醫療人力 要推計時 의사의 生産性에 한 基準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여기서는 객 인 기 이 되는 3가지를 사용해서 의료인력수요

를 추계하여 다양한 의사수요추계치를 비교할 수 있다.

〈表 4-65〉 醫師 1人當 診療生産性 指標

구 분
입  원 외  래

비고
1일 연간 1일 연간

지표 1
지표 2
지표 3

15
17
20

3,975
4,505
5,300

45
51
60

11,925
13,515
15,900

정진료량
’90년진료량
의료법규

資料: 박 애 외, 장단기 보건의료인력 수 에 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0.

〈表 4-66〉 醫師 要推計

구   분 1998 2000 2005 2010

입 원
 생산성지표 1
 생산성지표 2
 생산성지표 3

외 래
 생산성지표 1
 생산성지표 2
 생산성지표 3

 체
 생산성지표 1
 생산성지표 2
 생산성지표 3

註: 의사수요=의료수요추계치/진료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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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67〉 看護師 1人當 診療生産性 指標

구 분
입  원 외  래

비고
1일 연간 1일 연간

지표 1

지표 2

지표 3

1.5

2.5

5.0

397.5

662.5

1,325.0

40

30

60

10,600

7,950

15,900

정간호량

의료법규

’90년간호량

資料: 박 애 외, 보건행정학회지 제3권 제1호, 1993, pp.146～168.

〈表 4-68〉 看護師 要推計

구   분 1998 2000 2005 2010

입 원

 생산성지표 1

 생산성지표 2

 생산성지표 3

외 래

 생산성지표 1

 생산성지표 2

 생산성지표 3

 체

 생산성지표 1

 생산성지표 2

 생산성지표 3

註: 간호사인력수요=추계의료이용량/간호생산성

  病床 要推計는 지역의 인구구성을 고려하고, 연령계 별로 계산한 

입원환자수의 총계를 지역에서 발생하는 입원환자추계수로 하여 이것

을 病床利用率로 나눔으로써 필요병상수를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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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69〉 病床 給計劃

시‧군‧구별

   재 2000년 2005년

소요병상수1)

(A)
병상수 
(B)

과부족 
(A-B)  

소요병상수 소요병상수

계

註: 1) 병상수 수요＝(입원일수/D)/병상이용률

병상 이용률＝(총재원일/종병상수×D일)×100

입원일수＝∑( 국성별‧연령별 1인당 입원일×성별‧연령별 인구)

(여기서 D는 총재원일 는 입원일수가 일년단 일 때는 365를 사용

함. 따라서 총재원일 는 입원일수가 어떤 단 냐에 따라 날짜가 달

라짐. 병상이용률을 계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75%. 80%. 85%로 하여 

각각 계산하여 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4. 醫療資源 供給推計

  醫療資源의 공 량추계는 미래의 특정시 에 있어 人力의 數를 豫

測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이론 인 자원공 추계방법으로는 기 추

계(baseline projection), 체추계(alternative projection), 그리고 측

(forecast)의 3유형이 있다.  基礎推計는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가 의료

자원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특정기간에 기

되는 의료자원공 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기존의 상태가 그 로 

유지되는 경우의 공 추계인 것이다.  체추계는 자원공 과 손실의 

양을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취하여 진다는 것을 가정하여 미

래의 특정시기에 기 되는 의료자원공 을 추계하는 것이다. 측은 

의료자원체계에 있어 공 과 손실의 자연  추세와 이들에 향을 주

는 정책의 시행 등에 한 가용자료에 의거하여 미래의 특정시기에 

가능한 의료자원공 을 추정하는 것이다(Bui Dang Ha Doan, 1981).  

한 추계방법은 추계에 사용된 자료의 성질에 따라 총수방법(method 



韓國的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模型: ｢保社硏｣ 模型 187

of total number), 유입유출방법(method of in-and out- moves), 인구학  

방법(demographic method)으로 나  수 있다. 총수방법은 과거의 여러 

시 에 찰한 의료자원의 총수에 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이러

한 추이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장래의 의료자원을 추

정하는 것이다. 유입유출방법은 의료자원  의료인력공 추계에 사용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력의 재생과정에 근거를 둔 방법으로 과거 시

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장래의 인력수를 추정하는 면에서는 총수방법과 

같으나 변화의 과정을 유입과 유출이라는 두 구성요소로 나 어 보는 

이 총수방법과 다르다. 따라서 유입유출방법의 추계에서 유입이 유

출보다 많으면 인력이 증가하며, 유출이 유입보다 많으면 인력이 감

소하게 된다. 人口學的인 방법 역시 의료자원  의료인력공 추계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의 유입과 유출자의 연령구조와 기  

년도의 인력규모  연령별 분포를 이용하여 장래의 人力供給을 연령

별로 추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자원공 추계에 흔히 이용

되는 방법이 인구학 인 방법인데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L(n)G(n)1)T(nT(n) −+−=

            여기서  T(n)은 n년도의 의료인력

                    T(n－1)은 n－1년도의 인력수

                    G(n)은 n년도의 인력증가수

                    L(n)은 n년도의 인력손실수

  그러나 이러한 推計方法은 국 인 의료자원공 추계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 기 자치나 역단 에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의료인력의 수요와 供給이 향후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미리 추정

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에 기 자치수 에서 의료자원공 을 쉽게 추계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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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원공  추계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인 과거의 의료자원증가률

에 기 하여 그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거나 는 국 의

사공 추계결과를 기 로 하고 장래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

력비율이 재의 국의료인력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과거의 의사 증가율에 기 하여 의사공 을 추

계하는 방법이다.

〈表 4-70〉 醫師供給推計(1)

의료자원유형
국의사

증가율(A)

해당지역의   

의사수 (B)

의사공 추계치

((A×B)＋B)

의사공 추계치

  는 과거 증가율이 없으면 국 인 추계결과를 기 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의사공 추계치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表 4-71〉 醫師供給推計(2)

의료자원유형
추계 의사수 

(A)

해당지역의 의료 

자원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율(B)

해당지역의 

의료자원공  

추계치(A×B)

의사공 추계치 64,2181)

  註: 1) 2000년의 가용의사공 추계치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단기 보건의료 인력수 에 한 연구, 1990.

  다음은 간호사 인력공 추계 역시 과거 간호사 증가률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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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72〉 看護師供給推計(1)

의료자원유형
국 간호사

증가율(A)

해당지역의 

간호사자원(B)

간호사공 추계치

((A×B)+B)

간호사공 추계치

 

  는 간호사 증가율 자료가 없으면 국 인 간호사 공 추계결과

를 기 로 하여 해당지역의 간호사 공 추계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다

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다.

〈表 4-73〉 看護師供給推計(2)

의료자원유형

추계하고자 

하는 연도의 

간호사수(A)

해당지역의 

간호사수가 국에서 

차지하는 비율(B)

의료자원공  

추계치

(A×B)

간호사공 추계치

第６節  保健醫療서비스의 選擇과 實踐戰略 開發

  保社硏 模型의 제4단계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성패가 좌우

된다.

 ① 지역사회 건강문제  요구에 근거한 具體的인 目標의 설정

 ② 목표달성을 한 구체 인 로그램의 開發  修行 組織의 정비

 ③ 공공과 민간의 協力 程度 

  지역주민에게 효과 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지역

사회의 련기 들이 서로 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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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健康行爲(health behavior)는 건강

한 생활 양식과 방 인 행동으로서 정의되는 제반 사회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은 단지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물리 , 사회  요소가 어떻게 사람들을 건강한 삶을 

하도록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效果的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여러 분

야(지역내의 병‧의원, 약국, 건강 리시설, 학교, 산업장 등)에서의 다

양한 략의 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具體的인 戰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문제를 야기시킨 요인들의 감소 책을 착수한다. 

  둘째,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여러 가지 활동을 쉬운 것부

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한 서비스가 상 집단에게 확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와 실무작업반에 의해 

작성되는 신 한 계획이 필요하다. 成功的인 사업을 설계하기 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시키는데 도움을  것이다.

  첫째, 상집단 내의 험요인 는 험요인 억제 요인들(이를테면 

동기부여 요인, 실행 가능 요인, 보상)의 확인

  둘째, 존하는 험요인과 상집단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내 

로그램과 정책의 확인

  셋째, 력자와 자원의 확인

  넷째, 상집단의 욕구와 이익의 확인

  다섯째, 국가 는 다른지역의 활동과 매체와의 조율을 통한 로

그램의 향상 방법의 확인

  여섯째, 시간표, 작업 계획, 평가 계획을 사용하여 제반 활동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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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감시하는 방법의 확인 등이다.

  구체 인 건강 로그램과 상집단이 선정되었으면, 보건소는 그

것을 추진할 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1. 組織의 整備

  事業組織은 필요할 때마다 실무 을 편성하는 매트릭스 시스템을 

이용하며 이 수행할 역할을 분명히 한다. 한 필요할 때마다 새로

운 을 구성한다. 즉, 사업추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에게 사업을 

홍보하기 한 홍보 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상태에 한 데이

터나 事業計劃에 한 정보를 발표하도록 기자 회견 등 여러 가지 홍

보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

고 수행하기 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실무 을 구성한다. 이들 실무

들은 보건소의 일부직원과 自願奉仕 로 구성한다. 실무 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지침서의 개발도 요하다. 한 자원 사자들의 역할

을 명확히 하기 하여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는 것도 요하다.

  2. 協力 의 摸索 

  보건소는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력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종합 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地域社 의 개

인이나 단체, 는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지를 

각 과정 단계마다 검해 보아야 한다. 그들을 보건소 는 실무 에 

합류하도록 요청할 것인가? 그들이 사업목표나 서비스와 련하여 

상집단에 도움을  수 있는가? 그들이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해결을 

해 조언해  수 있는가? 그들이 자원 사자들을 제공하고 충원하

는데 도움을  수 있는가? 그들이 특별 건강 로그램을 실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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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수 있는가?에 해 자문해 보아야 한다.

  潛在的 協力 들은 착수될 건강 로그램과 상집단에 해 공식

 는 개인  흥미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될 수 있다. 즉 

象 集團에 하여 책임을 지고 있거나 근이 가능한 사람들(지킴

이, 련자)들로 구성된다. 컨  학교 어린이의 지킴이로는 학교 선

생님들, 교장,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 가운데 동료 리더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취학 령기 아동들의 지킴이들로는 소아과 

의사, 학원강사, 청소년 체육 지도자, 그리고 목사들이 포함된다. 만일 

학교 청소년들의 吸煙率 減 를 한 사업에 착수한다면, 연에 흥

미 있는 집단이나 청소년 복지에 심이 있는 집단과 력 계를 형

성할 수 있으며, 그들 집단의 심사가 방보건이든 직업 기술이든 

는 스포츠이든간에 그들의 의제(agenda)에 禁煙 메시지를 추가시킬 

수 있다.

  3. 象集團의 參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 계획한 로그램이라 하더라도 象集團

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로그램이 한지 문화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상집단의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상

집단과 지킴이(Gatekeepers)6)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 이다. 간혹 

활동의 이 최종 상집단이 아닌 간집단에 있는 경우도 있다. 

컨  飮酒 運轉 를 상으로 하는 종합 로그램은 술을 많이 마

시는 사람들에게 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알콜성 음료를 만들고 권

6) 지킴이(Gatekeeper)란 정책결정자, 서비스제공자, 교사 등과 같이 보건‧의료사업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가장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인물(Key 

People)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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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집단은 제조업 는 술집종업원

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음주 운 자가 상집단이라 할지라도 술집 

종업원은 이러한 활동을 한 간 집단인 것이다.

計劃을 수립할 때, 각 단계마다 수시로 상집단과 지킴이를 참여

시킨다. 상집단은 그들의 행동, 태도, 믿음, 가치  언 된 목표에 

도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에 하여 情報와 통찰력을 제공해  

수 있으며 기 입안 과정에서 특히 도움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의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과 그 상에 도달하는 통로, 한 자

료, 메시지, 아이디어 그리고 효율 일 활동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만일 保健所와 실무작업  내에 상집단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시킨다. 상집단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개별 인터뷰, 장 인터뷰, 포커스(focus) 

집단 토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들은 상집단에 한 

가치 있는 정보를 個人的 經驗에 기 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健康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의 確認

  건강문제에 개입하기 해서는 우선 어떤 要因들이 건강에 정  

혹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가를 악해야 한다. 이를 해 련기

의 한 문헌과 평가 자료들을 검색하여야 한다. 한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진행 인 地域社  련 로그램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미 착수되고 있는 문제 요인, 사용된 방법 그리고 평가 결과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에서 고찰한 바 있는 리시드 모델은 이와같

은 요인을 악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潛在的 影響

要因이 확인되면, 이들 문제 요인을 3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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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動機附輿 要因(Motivators)은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요인으로서 태도, 믿음, 가치, 지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기 부여 

요인은 개인에게 존재한다. 둘째, 實行可能 要因(Enablers)은 행동을 취

하도록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으로서 기술과 자료의 이용성, 

근성을 포함한 실행 가능 요인들로 개인 , 환경  요인이 포함된다. 

셋째, 報償(Rewards)은 사람의 행동을 보상하는 요인으로서 태도와 서

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지지 분 기, 가족, 사람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지역사회, 조직들이 여기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사회 , 물리  이익

과 물질  정신  는 리 보상이 포함된다. 행동에 한 찬성이나 

벌 한 이 범주에 들어간다. 事業의 成功은 이들 3그룹 각각의 문제 

요인이 모두 고려되었을 때, 사업 상자에게 합한 문제 요인에 

이 맞추어질 때 최 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새로운 事業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이 세 가지 형태

의 모든 문제 요인을 고려하고, 상집단에게 특별한 동기부여 요인, 

실행 가능 요인, 보상이 채택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 

요인의 正確性과 重要性을 결정하고 증명하는 과정에도 사업 상집단

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事業( 로젝트)의 開發  推進戰略

  지 까지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련 험요인 그리고 

사업 상을 확인하 다. 사업의 추진은 어도 두 개의 인구 집단, 즉 

크게 지역사회 체와 하나의 특별 상집단을 목표로 하도록 한다.

  事業(project) 推進 戰略은 우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요인과 건강행 에 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움

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특별 상인구에 알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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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업이 效果的이기 해서는 교육 , 정책  그리고 환경  

략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들 각각은 다른 것들

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이나 환경  는 사회  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략은 비 실 이다. 政策과 環境的 노력 사이의 

경계는 항상 분명치 않다. 정책은 환경  변화를 래하는데 사용되

어질 수 있다. 각 략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의 로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가. 敎育的 戰略

  커뮤니 이션과 교육자료개발이 포함된다. 커뮤니 이션 방법은 미

디어 지지, 강의  토의(그룹), 印刷物(소규모 는 규모 매체), 시

청각 교재, 교육 텔 비 , 로그램 된 학습 등이 있다. 훈련 방법은 

기술개발 교실, 모의실험과 게임, 질문 학습, 소그룹 토의, 모델링, 행

동 수정 등이 있다.

나. 政策 戰略

  정책, 규정, 법뿐만 아니라 비공식 조직과 학교, 서비스 조직, 사업 

등과 같은 정부  地方組織의 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정책, 공공 빌딩에서의 흡연규제 정책, 미성년자에 한 

알코올  담배 제품 매를 지하는 건강증진법을 엄격히 시행하는 

정책, 음주 운 자에 한 벌 , 쓰 기 취 에 한 규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健康行爲를 장려하기 해 계획된 정책에는 육체  활동에 종사하

는 종업원을 한 작업장에서의 휴식시간 부여, 비흡연자에 한 보

험료 할인, 근로자를 한 병원 진료 시간의 연장, 지역사회 체육시설 

사용 시간의 연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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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環境的 戰略

  육체  는 사회  環境을 바꾸는 변화, 즉 다음의 환경을 조성하

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環境造成으로서 고속 

도로변의 이탈 막  설치, 범죄 의욕을 낮추고 육체  활동을 조장시

킬 수 있는 보다 많은 가로등의 설치, 상 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 낙농 제품의 제조, 운동하는 종업원들을 한 작업장 내의 

샤워 시설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로, 健康에 도움이 안되는 행 를 보다 억제하는 환경조성으로

서 공공 장소에서의 담배 자 기 제거 등이 있다. 셋째로, 태도와 행

동 등 規範的인 變化에 도움이 되는 환경조성으로서 승객은 안 벨트

를 착용하고, 음주운 을 하지 않는다는 지역사회의 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6. 事業場所別 接近7)

  계획된 사업의 효과 인 추진을 해서는 상집단을 할 수 있

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 , 정책  그리고 환경  략이 요

구된다.

가. 學敎

  유치원에서 학까지 포함한다. 학교는 체 인구를 최 로 교육시

키는 가장 요한 場所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가장 즉

각 인 장소이다. 학교 건강교육 로그램은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

다. 계획에는 학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7) 서울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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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健康管理施設

  보건소, 병원, 의원 등을 포함한다. 환자들은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을 잘 받아들인다. 보건의료기  종사자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그들은 한 방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 공공 정책과 환

경  변화를 지지한다.

다. 産業場

  빌딩과 옥외 장소를 포함한다. 산업장에서의 건강을 지지하는 교육 

로그램과 정책, 환경  행 는 직장인의 건강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라. 地域社

 체 지역사회, 공원, 공공시설, 사회  서비스 기 , 등을 포함한다. 

  7. 地域內 保健‧醫療資源의 效率的 配分  長短期 擴充方案 

樹立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한 여건조성을 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일치하는 범 내에서 체 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은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으로 나 어서 재의 문제 을 개선시키고 

발 을 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가. 人力確保 計劃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실 하기 해서는 의

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직종의 문직의 확보와 자질향상

이 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人力의 計劃的인 養成과 필요한 재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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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지식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 施設  裝備計劃

  지역내에서 의료기  등을 설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던

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바, 이것들은 보건소를 경유하여 이루어

진다. 따라서 지역내 보건의료기 을 合理的으로 配置하고 확보하기 

해서는 장단기 수요 측과 수 계획을 작성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학이나 연구기 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8. 地域保健醫療와 社 福祉 事業間의 連繫性 確保 方案: 

保健醫療 要와 社 福祉 要와의 連繫方案

가. 保健福祉서비스 機能의 充實

  인구의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과 더불어 住民의 要求가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한 종합 인 것으로 되는 가운데, 주민 개개인에게 필

요한 최 의 서비스의 종류, 정도  제공주체에 해서 단하고 

한 서비스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보건

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한다.

① 방문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가 환자에게 서비스를 종합 으

로 제공하기 해 체계 인 시스템의 정비  직원에 한 연수를 

강화한다.   

②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連繫하여 提供하기 해 시의 한 정보의 

제공, 계기 의 소개  조정 등을 하는 종합상담창구를 보건소

에 설치함과 동시에 고령자, 장애자, 만성질환자, 난치병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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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서비스에 한 상담, 연락 조정 등을 하는 보건복지서비

스 지원센터를 개설한다.

③ 보건과 복지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해 地域 醫師 의 

력하에 담당의와의 연계  력체계를 확립한다.   

나. 包括的인 保健, 醫療, 福祉시스템 構築

  住民의 要求에 따른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지역에서의 포

인 보건, 의료,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요하다. 이를 해 국가, 

서울시   각 구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① 保健所는 내 의료기 , 약국,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 노인보

건시설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② 서울시에서는 보건, 의료,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회자원이 

체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 의회를 설치한다.

③ 각 구단 의 보건, 복지서비스의 有機的인 連繫를 하여, 서울시

는 각 구 보건소에 한 보건, 복지서비스를 통한 일원 인 지도, 

원조 등을 원활하게 한다는 에서 각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

직의 방향에 해서 검토한다.

④ 서울시  보건복지부는 상담창구의 일원화, 방문간호사와 사회복

지사의 共通的인 활동거  설치, 연락조정회의 설치, 조직의 재편

성 등을 추진하면서 보건, 의료,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한 시범보

건복지사무소( 악구)의 선구 인 노력에 해 사례의 소개 는 

정보의 제공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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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地域保健‧醫療機關과 民間醫療機關間의 機能分擔  發展方案

  우리나라의 醫療供給體系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부문 주로 

발 되어 왔다.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의료공 체계하에서 보건의료기

간의 기능의 분담  수직 ‧수평  연계와 같은 醫療供給體系의 

組織化를 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성 염병과 같은 치료 심의 

진료체계로 되어 있는 의료공 체계를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상병구조

가 변화하는 시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않다. 이와같

은 실에서 공공과 민간이 합리 으로 기능을 분담하기 해서는 公

共部門에서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이윤이 낮은 방이라든가 재활같은 

부문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 인 기능분담 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문은 방  재활사업의 개발, 건강증진  보건교육사업

을 체계 으로 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② 인구의 老齡化와 만성질환 증가추세에 응하기 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 장기요양환자를 한 간

단계시설의 개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추진 가정간호사업의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공과 민간의료기 간의 機能分擔을 해 지역보건법(법 제

24조)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기  기타 보건의료 련기

‧단체에게 탁하거나, 의료인에게 그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도

록 명시하 으며 동법 시행령(제22조)에서는 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① 염병의 진료

② 염병의 방업무  방역소독 업무

③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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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한 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는 검사업무

⑤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第７節  保健醫療計劃의 評價

  評價는 보건‧의료계획에서 필수 인 요소이다. 평가를 진행할 때에

는 첫째, 보건‧의료계획의 과정 동안의 경과를 모니터하는 것과 둘

째, 계획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것 등 두 가지 요한 목 을 충족

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評價情報가 유용하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CDC, PATCH, 1996).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각 단계들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한 

결합력 있는 과정이 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계획의 실행, 자원의 할당, 로그램 개선 등에 해서 지역

사회 구성원에 의한 간평가가 수시로 반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력자, 기타 제3자들이 보건‧의료계획에 극 으

로 참여하여 반응을 보여야 한다.

  계획, 수행, 평가의 세 활동들은 循環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 인 과정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進行過程評價(Process Evaluation): 로그램 실행의 내  원동력을 

악하고, 로그램의 개선을 해서 각 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影響評價(Impact Evaluation): 보건행태나 정책의 변화와 같은 간

목표에 한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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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結果評價(Outcome Evaluation): 건강상태와 삶의 질 변화를 포함하

는 궁극 인 목 과 결과에 한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1. 進行過程 評價

  진행과정 평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면서 일

어난 일들을 비교하고 발 시켜 나가는 것이다. 진행과정 평가는 보

통 로그램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로그램 과정 동안에 실시된

다.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조정을 하게 되므로 로그램의 成功率을 

높인다. 진행과정 평가를 해 우선 으로 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 인 계획하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② 세부사업들이 일반 인 목표를 해 수립되었는지 여부 

③ 혜택을 받고 있는 상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의 특성과 규모

  진행과정을 평가하기 한 資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包含되어

야 한다.

① 용범 : 상집단을 참여시키도록 계획되었는가?

② 재정: 기 이 정하게 사용되는가?

③ 활동: 계획되어진 활동들이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④ 정책상의 변화와 사회 ‧물리  환경의 변화: 공공건강정책이나 

삶의 형태 결정을 지지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이나 환경  변화가 

일어났는가?

  진행과정 평가는 保社硏 모형의 각 단계에서 사업의 발 에 이용가

능한 자료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기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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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 평가와 더불어 특정단계에서 사업의 발 을 도울 수 있는 

평가가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한다. 事業의 수행에 한 정보를 모으

기 하여 로그램 기록과 같은 양 인 정보를 평가하는 것도 요

하다. 한 週期的인 조사와 모니터링 수행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

① 완성한 활동의 수, 비된 기간, 참여자의 출석 정도

② 참여자의 특성과 참여자의 수

③ 개발된 사업계획의 수와 사업을 통해 제시된 결과

④ 정책 ‧법 ‧환경  변화를 달성하기 해 수행되어진 활동의 수

와 유형

  過程評價를 해 로그램의 진행과정 에 질 인 자료를 수집한

다. 質的인 정보를 수집하기 한 방법으로 ① 서비스 이용자에 한 

설문조사와 ② 정책 계자  서비스제공자 등 지킴이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있다. 

  2. 事業의 效果: 影響과 結果 評價

  사업의 效果性은 일반 으로 향‧결과 평가를 통해 측정된다. 건

강상태나 유병률의 변동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향의 평가를 결과평

가라 한다. 를 들어 암으로 인한 死亡率의 변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의 변화 등에 한 평가로서 이러한 결과에 한 평가는 체

로 보건‧의료의 範圍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로그램 효과에 한 평가는 향평가에 집 될 수밖에 없

다. 影響 評價는 지역사회의 상인구에서 사업의 단기간  향, 

는 사업의 일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를 들어 로그램에 참여한 출

석자들의 수, 연교실 참여자  흡연자 수의 감소여부, 연교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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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학교 수, 未成年 에 한 주류  담배 매업소 감소 여부 등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향평가는 어떤 사업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

어내는 데에 효과 인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즉, 特定

事業이 참여자들의 행태와 태도에 변화를 주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향평가에는 ① 건강행태의 변화, 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의 

지식과 태도의 변화, ② 정책상의 변화, ③ 사회 ‧물질  환경의 변

화 등이 포함된다.

  3. ｢保社硏｣ 모델의 段階別 評價

  다음은 保社硏 모델의 각 단계들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기 해 작성

한 검표이다. 이 검표는 保社硏 모델의 각 과정들과 부합되도록 

짜여져 있다. 각각의 지역사회는 필요에 따라 保社硏 모델을 용하

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 段階1: 地域社  組織動員  參

① 원회의 역할은 어떠한가?

   — 구성원들은 지역사회내에서 한 지역을 표하는 사람들인가?

   — 구성원들은 정기 으로 出席하는가?

   —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되는가?

   — 원회의 운 은 공개되어 있고 공정하며 계획과정에 충분히 

참여하는가?

② 지역보건심의 원회, 지역보건추진 원회, 실무작업 , 력기 , 

지역주민 사이에 공개 인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가?

③ 資料收集을 한 비는 제 로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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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수집을 한 조사원 교육은 잘 이루어졌는가?

   — 사망률/이환율 자료, 지역사회 지도자(정책 계자, 약국  의료

기  설문) 자료, 보건의식행태 자료, 홍보 자료, 평가를 한 

자료 수집을 한 실무진은 구성되었는가?

〈表 4-74〉 段階1: 地域社  資源動員  參  評價表

항목(배 ) 평  가  기  수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의 구성 

운 (3 )

- 구성되어 있지 않음.

- 2회 이하

- 3～4회

- 5회 이상

0

1

2

3

원회의 역할(7 )

- 원들의 지역사회 표성

- 원들의 참석률

  ∙60% 미만

  ∙60～80%

  ∙80% 이상 

- 계획과정에 참여 정도(자문, 의견제시)

3

0

1

2

2

실무작업 의 구성 

 운 (6 )

- 구성되어 있지 않음.

- 기존 2차자료 수집을 한 실무작업

- 조사업무를 추진을 한 실무작업  

- 홍보 담당 실무작업

- 평가를 한 실무작업

0

2

2

1

1

자원 사자 활용

(2 )

- 자원 사자의 참여가 없음.

- 지역 자원 사단체의 지원을 받음.

0

2

공청회개최(2 )
- 실시하지 않음.

-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반   

0 

2

나. 段階2: 資料의 蒐集과 分析

  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해 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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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들어 사망률, 유병률, 험요인, 지역주민의 의견자료 등)

  ② 그 자료들은 정확한 것인가?

  ③ 실무작업 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④ 지역사회 집단은 그 자료를 이해하는가?

〈表 4-75〉 段階2: 資料蒐集과 分析에 한 評價表

항  목 평가기 수

지역사회의 

자료수집(19 )

- 기존 통계자료 수집  정리

- 표본조사 (건강  보건의식행태조사) 실시 

- 약국  의료기  등 련기  조사

- 지역사회 계자(보건소 직원, 정책 계자)의 

  의견 조사

 5

10

 2

 2

자료의 분석(8 )

- 사망률  유병률

- 활동제한  의료이용

- 지역사회의 련자 조사

- 건강 련행태

 2

 2

 2

 2

보건지표의 작성

(7 )

- 주요 사망원인

-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손실년수

- 지역사회 련자 조사 결과

- 지역의 특수한 건강문제

 2

 2

 2

 1

다. 段階3: 健康優先 位 決定  保健醫療 要  供給 推計

  ① 지역사회 집단은 공정하며 공개 인 참여의 과정을 밟아 우선 

순 를 정하는가?

  ② 優先 位는 지역의 자료가 나타내는 바와 합치하는가?

  ③ 단기  우선순 는 장기  우선순 를 해서 수립되었는가?

  ④ 지역사회 보건의료수요  공 은 제 로 추정되었는가?

  ⑤ 지역사회 집단은 지역사회의 목표에 해 동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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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76〉 段階3: 優先 位 選定過程에 한 評價表

항  목 평가기  수

지역사회 집단에게 

자료의 제시(4 )

- 건강수  자료

- 건강행태자료

- 기타 요구자료

2

1

1

주요건강문제와 련된 

험요인의 선정(2 )
- 험요인 선정을 한 서식 완성 2

목표집단(우선 근 상) 

선정의 성(2 )  
- 목표집단 선정을 한 자료의 구비 2

보건의료수요  공 의

추계(2 )

-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수요  공

  추계를 한 도표 작성
2

라. 段階4: 綜合的인 事業計劃의 開發

  ① 사업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 를 해서 수립되었는가?

  ② 사업의 실천을 해 한 장소를 선택하 는가? 

     ( : 학교, 건강보호시설, 지역사회의 장소, 직장 등)

  ③ 개된 戰略은 다양한가?( : 정책, 환경, 교육 등)

  ④ 사업으로 인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 : 범 와 지속면에서 로그램 효과의 충분성: 사업은 비슷한 

주민들에게도 효과가 나타나는가?)

  ⑤ 지역사회 집단의 構成員들은 사업을 지지하는가?

  ⑥ 선택되어진 문제나 상집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새로운 구성원들과 력자가 충원되었는가?

  ⑦ 사업을 한 계획과 일정의 수행이 향상‧심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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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77〉 段階4: 事業開發과 推進事  評價表

항  목 평   가   기    수

서비스 목표의 기술

(2 )

-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목표가 구체 이지 못함.

- 목표가 구체 으로 설정됨. 

0

1

2

사업수행 의 구성

(7 )

- 사업수행 의 문성

- 사업요원 교육 훈련

- 요원 1인당 사업 상자수

- 요원 1인당 참여 상자수 

2

2

1

2

사업운 체계(5 )

- 공공과 민간의 조체계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 

- 성공 인 사업추진을 한 체크리스트 작성

- 자원 사자와 지지자의 모집  훈련  

- 세부추진 일정표 작성 

1

1

1

1

1

시설과 자원의 배분 

(2 )

- 사업별 산배분의 성

- 시설의 성 

1

1

사업에 한 홍보

(4 )

- 사업홍보용 유인물 제작

-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소식지 제작

- 지역주민 교육

1

1

1

1

마. 段階5: 終 評價

  ① 목표설정이 합한가?

  ②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하게 수집하 는가?

  ③ 결과들은 로그램의 수정과 보완 과정에서 사용되었는가?

  ④ 결과들은 계자와 지역사회 제3자들과 공유되었는가?

  ⑤ 평가지표로 사용한 자료가 정확한가?



韓國的 地域保健醫療計劃 樹立  評價模型: ｢保社硏｣ 模型 209

〈表 4-78〉 段階5: 評價를 한 체크리스트

항  목 평가기 수

평가의 성

(16 )

- 세부사업평가를 한 평가표 작성 2

- 사업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거기 의 결정 2

- 평가를 한 질문의 작성 2

- 자료출처의 선정 2

- 과정평가를 한 자료수집

 ∙사업내용에 한 자료

 ∙ 로그램 참여자에 한 자료

2

- 분석결과의 반 2

- 로그램의 향평가를 한 자료수집

 ∙사업결과 변화된 내용을 평가 

2

- 사업효과평가    2



第 5章  結 論

  地域保健醫療計劃이란 지역사회의 모든 역 즉, 민간기업, 정부, 

이해집단, 보건 문가, 소비자 등 모든 수 과 역에서 단순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질병발생을 방하고 지역사회 구

성원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保健과 醫療의 全過程을 포 한 계획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부문이 주도해 온 우리 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는 과잉경쟁과 리추구 지향으로 인해 제 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계획의 요성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地方自治制度의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단 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硏究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해 요구되는 지역사회 

진단방법과 지역내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 에 한 분석  추계방안

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특히 地域保健計劃이 앙의 획일 인 틀

에서 탈피하여 지역 상황에 합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해 지

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방안을 제시하 다. 

  이 硏究를 해 여러 문헌을 고찰하 으며 서울시의 25개 保健所를 

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황, 문제   애로사항 등을 악

하 다. 외국의 모형, 우리나라의 실, 련 문가의 의견을 종합하

여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한 후 서울시(廣域自治團體)와 서울시 강북

구(基礎自治團體)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사례 연구를 병행하면서 

실 인 조정을 거처 한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모형인 

保社硏 模型을 개발‧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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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자치단체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기초자치
   단체

자료수집 및 분석

- 질병, 사고, 손상, 
  활동제한실태
- 의료이용 및  의료비
- 보건의식행태

- 보건의료인력의 공급분석
- 보건의료시설의  공급분석
   . 의료기관, 병상수
   . 의료시설 및 장비

보건의료 수요분석 보건의료 공급분석

    - 보건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 우선접근대상 선정
    - 보건의료수요 및 공급 추계 
    - 장단기보건의료 공급대책
    -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

      - 지역보건의료 장단기 목표 설정
      -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보건의료의 조직 정비

사업 실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선택과 실천전략 개발

사업 평가

- 사망과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행위의 변화
-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와 조직의 변화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도화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참여

협조체계 구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제5단계

第１節  地域健醫療計劃 樹立을 한 ｢保社硏｣ 模型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한 보사연 모형은 총 5단계의 과정(그

림 5-1 참조)으로 구성된다. 이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保社硏｣ 模型



212

○ 第1段階: 地域社 資源의 動員  參

  제1단계는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해 지역사회 표집단과 

地域保健審議委員 를 조직하고 지역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작업 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해서는 <地域

社  現況表>를 통해 지역사회의 황을 악하고, <協助團體 目 表

>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조를 구할 수 있는 단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 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實務作業班은 그들 업무의 내

용에 따라 5～6개 정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조직은 지역사회의 

건강 우선순 를 악하기 한 작업부터 시작하며 이 단계의 일부 

내용은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지속된다.

○ 第2段階: 資料 蒐集  分析

  제2단계는 지역주민의 건강수 ,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 등 3가지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자료의 분석과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地域社  診斷을 한 기존자료로는 의료보험자료, 인구동태자료, 

사망통계자료, 시도통계연보 등과 보건소  구청내부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자료의 경우 의료비 청구서에 기재된 진단 疾病名의 

부정확성, 사람수로 집계되지 않고 진료건수로만 집계되어 단 인구

당 질병발생률이나 유병률 산출이 불가능한 것 등의 문제로 그 有用

性이 떨어지고 있다. 한 사망통계자료의 경우 아사망률, 모성사망

률, 태아사망률과 같은 主要 統計指標가 제 로 생산되지 못하고, 그

나마 국내지는 역수 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기 수 에서는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의 改善이 시

한 실정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해서는 기존 1차자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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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할 표본조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標本調査를 해 보사연은 표본의 선정, 조사원의 선발  훈련, 조

사표개발에 한 기술 인 지원을 한다. 수집된 자료는 실무작업 에 

의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악하기 해 분석되며 그를 근거

로 하여 ‧장기 보건의료 인력  자원의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한 이 자료는 지역사회의 主要 保健問題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해 분석되어 2단계 기간 의 회의에서 발표된다. 자료의 분석결과 때

로는 追加資料 수집의 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수집

된 건강행태자료는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토의가 있게 

되는 3단계 기간 의 회의에서 발표하게 된다. 2단계 기간 에 참여

하는 참여자는 자료분석 결과를 지역사회에 제시하는 방법을 습득하

게 된다.

○ 第3段階: 健康優先 位 選定  保健醫療 要‧供給 分析‧推計

  이 단계에서는 표본조사 자료와 보건소 이용자, 정책 계자, 보건소 

직원, 약국  의료기  종사자 설문자료와 같은 기타 추가 인 자료

가 검토되고 지역사회집단에 제공된다. 地域社  集團은 질병이나 조

기사망에 향을 미치는 행동 , 사회경제 , 정치 , 환경  요인을 

검토하고, 주민조사를 통해 악한 해당 지역 보건소 사업  향후 

보강이 되거나 꼭 실시되어야 할 사업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문제의 우선순 를 결정하고 사업의 상

집단을 선정한다. 危險行動과 상집단에 을 맞추어 그에 합한 

자원, 정책, 사업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사업추진을 한 목표를 세우

고 건강증진 략을 수립한다. 

  한 이 단계에서는 保健醫療 要分析을 근거로 하여 의료수요를 

추계하고 그리고 필요한 의료자원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며, 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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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수요와 의료자원공  推計値를 비교하여 보건계획을 세우게 

된다. 즉, 이 단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한 비 비 단계이다.

○ 第4段階: 地域의 特性을 살린 事業의 選擇과 實行

  이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선택된 사업의 목표설정, 사업  평가계

획 개발, 주요 활동에 한 日程表 비, 자원 사자의 모집과 훈련, 

사업의 홍보와 실행, 사업결과의 지역사회 통보 등이 포함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들 사업에 한 槪括的인 내용만을 다루었으며,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서울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하도록 

하 다. 이 단계에서도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실행을 해, 각 사업

별 實務作業班의 운 이 필요하다.

○ 第5段階: 評價

  평가는 保社硏 模型의  과정에서 지속되며, ① 보사연 모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進行過程에 한 평가, ② 사업활동의 結

果로 인한 지역사회의 變化 評價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진행과정 평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면서 사

업의 과정 동안에 실시하는 평가로서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조정을 

하게 되므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인다. 

  사업의 效果性에 한 평가는 체로 보건‧의료의 범 를 넘는 것

이다. 따라서 사업효과에 한 평가는 향평가에 집 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影響‧結果 評價는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후 지역사

회와 상인구에 나타난 장단기간의 향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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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２節  ｢保社硏｣ 模型의 特徵

  1. 協力體系의 構築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효과 으로 수립하기 해 시‧도지사(특별시

장‧ 역시장‧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은 計劃의 수립과 실행의 과정에서 긴 히 력할 수 

있도록 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세 기 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

을 수행하며 상호 하게 協力한다.

① 自治區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 인 보건‧의

료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② 시‧도지사(廣域 自治團體)는 자체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수행은 물

론 자치구 구청장(基礎 自治團體)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을 

해 필요한 산지원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의 지원과 평가 자체 보건의료계획 수립

1. 기술  지원

    —보건의료지표조사(기 자치

단체별 결과 분석 제공) 

   — 로그램개발

2. 재정  지원

3. 기 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과 시행결과의 평가

1. 보건의료지표조사

(보건의료수요측정)

2. 보건의료에 한 장단기 공

책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리

4. 통계의 수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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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학 인 보건의료계획

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  기 자치단체에 해 다음과 같은 

技術的 支援을 한다.

   — 조사, 연구의 산확보를 한 연구계획서의 작성 지원 

   — 표본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분석

   — 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의 진  지역담당자에 한 훈련실시

  2. 地域社 의 參 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공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지역사회 주민, 

단체나 기 들의 참여가 매우 요하다. 보사연 모형에서는 地域住民

의 참여 활성화를 해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조직의 표자들을 참여

시켜 그들의 意見이 반 되도록 한다. 컨데, 강북구의 경우 지역보

건심의 원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추진 원회  실무작업반을 조

직하여 운 함으로써 地域住民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과정에

서 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3. 標本調査(Sample Survey)를 통한 地域保健醫療指標의 生産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진단을 한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지역사회 지도자를 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 이  標本調査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기는 하나 가장 정확하고 包括的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 을 악할 수 있다는 에서 보사연 모형에서는 지역사회진단을 

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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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1. 地域現況과 二次資料

附  1-1. 地域保健醫療計劃 關聯 現況과 問題點 把握을 한 說問

※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련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련기 ‧단체  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를 설

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의 설치에 한 다

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3번).

 1. 귀하의 해당 구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를 설치했습니까?

    ① (2번으로)          ② 아니오(9번으로)

 2. 설치 년, 월, 일은?

    ___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원의 인 사항(소속, 직  등)  모임횟수에 

해 답해 주십시오.

※ 지역보건법의시행령 제2조 2항에서는 원회가 자문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회의 역할에 한 아래의 사항에 하여 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4～7번).

 4. 원회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한 사항에 해 자문을 한 

이 있습니까(① 인 경우는 구체 인 내용을 ② 아니오인 경우는 그 이

유를 어주십시오.)?

    ①         ②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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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한 사항에 해 자문을 한 이 

있습니까(① 인 경우는 구체 인 내용을 ② 아니오인 경우는 그 이유

를 어주십시오.)?

    ①         ②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한 사항에 

해 자문을 한 이 있습니까(① 인 경우는 구체 인 내용을 ② 아

니오인 경우는 그 이유를 어주십시오.)?

    ①         ②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원회가 기타의 사항에 해 자문을 한 이 있습니까(① 인 경우는 

구체 인 내용을 ② 아니오인 경우는 그 이유를 어주십시오.)?

    ①         ②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원회의 운 과 련된 문제 , 애로사항  개선방안에 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지역보건법의시행령 제2조 3항에서는 원회 구성 원에 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회 구성원에 한 아래의 사항에 해 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아직 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구에서는 아래의 질문에 한 앞으로

의 계획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9～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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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역주민  원회 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해당 심의 원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지역에 지역주민을 표하는 단체나 조직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

니까?

11. 보건의료 련기 ‧단체의 임직원  원회 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

정하며, 해당심의 원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보건의료 련 문가  원회 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해당

심의 원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계공무원  원회 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해당심의 원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지역보건의료심의 원회 이외에 다른 원회(구청소속 원회 포함)에 

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가능하다면 별도 자료로 첨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원회 명칭 

       법 근거

       원회 원 인 사항

       설치 연월일

      연 모임 횟수

   1) 각 원회간의 교류, 연계 는 갈등 등은 없습니까?

   2) 원회의 원들이 복 된 경우는 있습니까??

※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과 련한 다음의 질문에 해 답해 주십시

오(15～18번).

15. 보건의료수요 측정과 련해서 귀하가 겪고 있는 애로 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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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련해서 확보된 자료는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자료는 무엇인지,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할 계획  이

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7. 보건소에서 자체 실시하는 보건의료 련 조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

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지역보건의료에 련된 통계의 수집  정리와 련해서 재 확보가 가

능한 자료는 무엇이며, 곤란한 자료는 무엇인지(이유와 함께) 답해 주십

시오.

※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지침｣에 한 

질문입니다(19～20).

19. 귀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지침｣이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20.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지침｣에 있어서 문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며, 이에 한 개선 이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세부

항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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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1-2.  統計法에 의한 承認統計

〈附表 Ⅰ-1〉 統計法에 의한 承認統計

통계명칭 조사사항 간행물명 담당부서

인구총조사
성명, 가구주와의 계, 성별, 나이, 
출생지,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구

분  가구종류 등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인구동태통계연보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이동조사
주민등록인구, 주민변동요인( 입, 출
생, 사망 등), 입된 거주지별‧성별 
이동자수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남녀 연령별 
인구, 출생률, 사망률, 이민자수

추계인구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남녀 연령별 

인구, 출생률, 사망률, 시도별 인구
이동

시‧도별 추계인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

행정구역별 인구, 면 , 재정, 조세

부담, 도시계획  주택, 건설, 도시
생, 사회복지시설, 산업, 교육, 문

화, 교통‧통신‧재해 등

한국도시연감 내무부

국민생활

실태조사

가구  가구원, 소득  재산에 
한 사항, 가구의 월평균수입, 가계
수입  지출, 식품소비사항

최 생계비계측

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법정 염병
환자월보

법정 염병 종류별 발생건수  사
망자수

성 염병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의료기
실태보고

의료기 별 의료인력, 반기  입원 

 퇴원환자수, 외래환자수, 기말 
재 병상수, 신‧증설 정 의료기
의 병상수, 건축면 , 개원 정일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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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Ⅰ-1〉 계속

통계명칭 조사사항 간행물명 담당부서

결핵 리사업
실 보고

결핵 방 종, 검진, 환자발견‧등
록, 기자재, 1년간 신규등록환자 

치료동태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만성병 리
사업실

나병 리사업실 , 기생충  성병
리실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가족보건사업
실 보고

가족계획등록, 피임지원사업  보
, 모자보건 황 등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국

결핵실태조사

X선검진, 세균검사, 튜버크린반응

검사

국결핵실태조사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국기생충
실태조사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기생충감
염, 연간 구충제 복용횟수 황

국기생충감염
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소  
보건지소 황

인력 황  활동상황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황

구강보건교육횟수  인원, 발치, 

스 일링, 응 처치건수  인원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외래환자, 퇴원환자(성, 연령, 주소, 
질병분류, 진료비지불방법)에 한 

사항 

환자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유무, 경제상태, 장애정도에 
한 사항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암환자조사
암환자의 직업, 출생지, 진일, 사

망여부, 최종진단방법, 치료방법 등
특수환자보고서 보건복지부

월 교통사고

발생 황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교통사

고원인
교통사고분석 경찰청

국출산력  
가족보건

실태조사

가구원에 한 일반사항, 결혼, 임
신, 출산사항

한국에서의 가족
형성과 출산형태

한 국 보 건
사회연구원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조사

국민건강(의료이용조사, 이환조사, 

활동제한조사), 보건의식행태(건강
상태, 운동여부, 흡연  음주여부, 

압측정여부)

국민건강  
보건의식

한 국 보 건
사회연구원



附  Ⅱ. 外國의 地域保健醫療計劃

附  Ⅱ-1. 美國 인디애나의 地域健康增進事業 事例

  인디애나州의 地域健康增進事業은 주민의 건강향상을 해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인디애나 保健當局은 

다각 인 보건교육과 지역사회 보건증진 로그램을 진함으로써 만성질환

을 방하고자 하 으며 이 목 을 성취하기 해서 州 보건부 내에 효과

인 下部構造를 설치하는 것이 제기되었다. 地域健康增進事業은 1989년에 인

디애나州 각 지역사회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업에는 연방정부, 질병 리센터(CDC)의 國立慢性疾患 豫防課, 인디애

나 주 보건부 건강증진센터, 지방보건부, 지역 표 등이 참여하 으며 

PATCH 로그램을 인디애나 州에 용하 다.

  1. 施行契機

  첫번째 계기로는 1987년 인디애나州에서 통과된 公衆法(Public Law)을 통

해 地方健康維持 基金이 인디애나州에 설치되었고 이 기 을 통해 地方保健

部가 보건교육 등에 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지 할 

수 있다. 인디애나 주내 96개 지방 保健部의 1/3 정도가 이 기 을 보건교육자 

고용에 사용하 으며 이를 통해 PATCH 로그램의 지도자 수도 증가하 다. 

  두번째로는 1989년에 인디애나州 保健部의 지방보건 기 이 새로이 용

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기 에 의하면 地方保健機關이 다른 기

이나 조직과 조하여 종합 인 보건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要求査定, 측정가능한 목표수립, 특수 상집단의 선정,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PATCH 로그램은 公衆法을 통한 地方健康維持 基金으로 재정 인 뒷받

침을 받게 되었으며 인디애나 지방보건 기 의 확립을 통하여 기존의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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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構造와 통합되었다. 인디애나州 조직구조와 통합된 PATCH 로그램의 

용은 다음과 같다.

  2. 擔當職員 指定(增加)

  인디애나州 보건당국에서는 PATCH 로그램의 調整  역할을 하는 임

보건교육가를 선발하고 地方健康維持 基金에서 의 35%를 지원하 다. 

한 PATCH 로그램의 용을 받는 지역사회 수가 증가하면서 그 외에도 

保健敎育家 2인이 추가되어 3명이 인디애나 지역사회에서 용되는 PATCH 

로그램에 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하 다. 그들은 지역방문, 지역사회 회

의참석, 지방직원과의 정기 인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정 으

로 통합되어 PATCH 로그램이 지속되는 데에 역할하 다.

  3. 로그램의 促進(州政府의 持續的인 支援)

  새로이 PATCH 로그램을 사용할 지역이나 사람에게 事例發表, 討議 등

을 통해 로그램에 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주, 연방국가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그 지역에 알맞는 地域保健計劃을 수립하는 데에 극 으로 이용

하게 한다.

  4. PATCH 로그램 適用機關의 條件

  PATCH 로그램을 용하는 기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充足시켜야 한

다. 우선 로그램에 주 20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 임 地方調整 를 

발탁하고 련기 이나 다른 지방의 력기 들로부터 로그램에 참여하겠

다는 公文書를 받아야 한다. 한 지역의 련 기 , 다른 지방의 기 들을 

포 하는 범 한 핵심그룹을 설치해야 하며 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각종 

회의나 워크샾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진행진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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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財政支援

  PATCH 로그램은 자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방

기 의 시간과 자원의 寄附에 의존하게 된다. 기 에서는 로그램 조정을 

해 직원의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큰 기여가 될 수 있으며 인디애나州 

保健敎育局에서는 에서 언 한 로 公衆法(Public Law)에 규정된 地方健

康維持 基金을 통해 PATCH 로그램의 진행과 평가에 補助金을 지 하

다. 첫 補助金은 경쟁에 기 하여 제공하고 추가지원은 그 동안의 활동결과

에 따라 결정된다.

  6. 機關內‧機關間 協力

  인디애나州에서 시행된 PATCH 로그램은 기본 으로 보건교육과 련한 

부서의 소 이지만 실제로 로그램이 진행되면 다른 부서들과의 實務關係

를 발생시키게 된다. 를 들어 公衆保健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保健統計部

署에서 제공하는 死亡力이나 罹患率에 한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 과

정을 통해 다른 부서들과의 實務關係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 기  내의 력 뿐만 아니라 학과 같은 지역사회 기 들과의 력

도 단히 요한 요소이다. 諮問과 技術的 支援뿐만 아니라 장소의 제공, 

학생들의 참여로 인한 교육  경험과 인력자원 보충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7. 結果

  PATCH 로그램은 인디애나 州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로그램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면서 다른 지역들에서도 그 지역

의 실정에 맞게 로그램을 수정하여 州 체의 사업으로 발 되었다. 

PATCH 로그램을 실행한 지역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았다.

  앙의 핵심그룹에는 극 으로 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 8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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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었으며 지역사회 그룹에서는 평균 40명의 극 인 회원을 확보하 다. 

한 향후 로그램에서 극 인 참여가 기 되는 人的資源(resource people)

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 다.

  PATCH 로그램을 용하여 실행까지 마친 2개의 지역사회에서는 건강활

동 증가와 우선 인 목표 던 心血管疾患으로 인한 死亡減 를 이루었으며 

이를 한 綜合的이고 多角的인 재가 학교, 사업장 등 지역사회의 역

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약 15만 달러의 基金을 積

立하여 그 지역의 우선 목표인 藥物濫用防止, 自殺豫防, 慢性疾患 早期發見

과 管理 등에 쓰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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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Ⅱ-2.  濠洲 Dalby 의 PATCH 로그램

  PATCH 로그램은 미네소타州 심장병 방과 치료 로그램(1984), 노스

롤라이나州의 최종계획(1981), 5大 都 計劃(1985), Pawtucket 심장병 방

과 치료 로그램(1987)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PATCH 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原則的인 틀과 개요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지역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 비록 

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保健醫療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쓰여진 방법과 수행된 활동들

이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이용되기에는 당하지 않은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PATCH 모형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용되

어진다.

  1. 施行背景

  Queensland州는 오스트 일리아의 다른 州에 비하여 心臟疾患의 有病率과 

여성의 癌發生率이 상 으로 높은 지역으로서 公衆保健 門家들은 이러

한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地域保健計劃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87년, 질병 리센터(CDC)는 오스트 일리아 Queensland州의 公衆保

健 門家들에게 PATCH 모형에 한 훈련을 시행하 고, 이들은 Queensland

州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한 방법으로서 PATCH를 

선택하 다.

  2. 事業의 中心位置 選擇

  Queensland州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치를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선택하

다. 우선 리가 가능한 지역 규모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州議 와 

州保健部가 있는 Brisbane으로부터 3시간 내의 거리, 지역주민과 지역지도자‧

지역정부의 극 인 참여와 조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 들을 



附 235

고려하여 公衆保健 門家들은 Dalby 를 선택하 다. Dalby 는 총인구가 

15,000명 정도로서 높은 農業生産性을 가지고 있으며 Brisbane으로부터 215㎞ 

떨어진 곳에 치해 있다. Dalby 에서는 지역사회 단체들의 극 인 참여

를 얻기 해서 地域委員 (Community Committee)를 구성하 으며 여기에 지

역기업 표, 서비스조직 표, 운동클럽, 교육 계자, 매스미디어 계자, 

Queensland 여성단체 표, 개업의사, 치과의사, Dalby 병원의 수간호사, 보건

진료원, 재택서비스 간호자, Dalby 시장, 州議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3. 地域保健 仲裁의 選擇

  원회는 일차 으로 사망률 자료, 병원의 이환자료, 암발생 자료, 주민 

상의 여론조사, 상해자료, 만성질환 자료, 건강 험요소 실천율 등의 자료들

을 검토하여 Dalby  주민들의 健康狀態를 악하 다. 이러한 자료들을 검

토하여 원회는 세 가지 재를 선택하 는데, 첫째는 心臟疾患을 방하기 

해 高血壓을 방하고 리하는 것, 둘째는 여성의 癌을 방하고 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 셋째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 거 사고로 발생하는 

傷害를 방지하는 것 등이었다.

  4. PATCH 로그램의 成功을 한 核心要素

  Dalby 에서는 앞에서 선택한 목표를 해 3년간 로그램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로그램의 지속과 수행을 해 다음 네가지의 핵심 인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 다.

가. 弘報 强化

  Dalby PATCH에서는 ‘Dalby 健康 2000’이라는 로그램 로고의 弘報를 强

化함으로써 지역사회로 하여  로그램을 인정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 

地域委員 에 매스미디어 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매스미디어가 포 하는 

범 한 범 에 지역의 보건자료와 로그램 안내를 제공하여 地域住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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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게 한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 163명의 體重管理 競爭

에 한 로그램이 방송매체를 통해 나간 뒤에는 Dalby  주민들은 다른 

어떤 지역의 주민들보다 肥滿에 해서 높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 肯定的인 地域의 認識

  PATCH 로그램이 성공하기 해서는 地域住民들로 하여  수행하는 사

업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로그램이 잘 계

획되어 있어도 地域住民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로그램에 한 심을 높이

지 않으면 제 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보를 통한 심 증 는 그 사

업이 실제로 地域住民들의 健康增進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Dalby PATCH에서는 地域住民들이 가지고 있는 健康危險要素의 실천정도

와 輿論調査 결과를 統計資料化하여 地域住民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

가 가지고 있는 과체 과 비만, 높은  콜 스테롤, 자 거 사고 등의 문

제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에 성공하 다.

다. 地域의 指 와 參

  질병 리센터 계자들과 地方政府의 보건의료 담당자들은 기 토론에서 

PATCH 로그램의 實施主體를 합의하 다. PATCH 로그램은 지역조직들

의 극 인 참여를 주창하고 있는 모형인만큼 Dalby 에 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보건의료 발 과 地域住民의 健康增進을 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할 지역 내의 공 보건 계자들이 로그램을 

으로 시행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계자들과 단체들이 Dalby 

PATCH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 다.

  Dalby 에서의 PATCH 로그램에는 처음부터 18명이 참여하여 地域委員

를 구성하 다. 사업이 일차 으로 마무리된 3년 후에는 기존 구성원  

10명이 계속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에 참여하 으며 이 외에도 12명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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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구성원들이 이후 사업에 참가하여 로그램을 지속하 다

  PATCH에 참가한 지역보건 문가들은 委員 의 구성원으로서 역할하며 

크게 나 어 두가지의 요한 일에 참여하 다. 첫째는 Dalby  이환, 상해 

등에 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며 둘째는 흡연자, 과다체 자, 고 압환자, 고

콜 스테롤증 등 危險要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健康增進 로그

램을 용하여 危險尿素를 이는 것이다.

라. 다른 組織들을 통한 調整과 支援

  PATCH 로그램이 보다 효과 이려면 직  참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

체나 개인 못지않게 地域內外의 각종 조직들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 

Dalby에서는 로그램의 계획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州保健部(SHD: State 

Health Department)가 함께 참여하 으며 이러한 력을 통해 인력, 재정지원

과 행정 인 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한 Dalby 議 에서는 州保

健部로부터 사업참가자, 사무소, 기  등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여 지원하 다. 

  이 외에도 Dalby PATCH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몇몇 硏究機關의 도움

을 받았다. 이들 기 은 PATCH의 妥當性에 해 의하 고 地域社  保健

敎育 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기술 인 지원을 하 다.

  5. 로그램의 進行과 結果

가. 心臟疾患 豫防을 한 高血壓 管理

  肥滿으로 인한 高血壓 발생을 방하기 해서 험요소 실천자 에서 

無作爲로 선택된 사람들을 상으로 하여 食餌療法을 실시하고 련된 자료

를 수집하 다. 이러한 자료는 로그램을 발 시키는 데는 물론 로그램 

평가를 한 기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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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女性의 癌豫防과 早期治療

  Queensland 癌基金은 癌豫防事業을 한 자 지원을 하 고, Dalby 병원은 

여성의 기 癌發見을 한 특수 클리닉을 개설하여 유방암 검사용 X-ray 조

법을 실시하 다. 한 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危險行動들에 

해서 지역서비스 단체, 건강 클럽 등과 연계하여 건강 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지지‧지원을 하 다.

다. 어린이들의 自轉車 事故 豫防

  他地域에 비해 높은 어린이들의 자 거 사고 발생율을 낮추기 해 Dalby

에서는 ‘어린이를 한 자 거 안  로그램’을 발 시켰다. 이 사업에서

는 보다 튼튼하고 어린이에게 알맞는 헬멧 사용을 증진시키기 한 략을 

세우는 한편 어린이들에 한 캠페인을 강화하기 한 자 을 지원하 다. 

한 도로 주 에 안 한 자 거 도로를 만드는 데에 한 실성있는 연구

를 행하 다.

  6. 結論

  ‘Dalby 健康 2000’ 로그램의 3년간의 평가는 PATCH 모델의 效率性이 오

스트 일리아에서도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Dalby 에서 사업이 성공

한 것은 우선 地域社 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어 사업을 기

획하고 집행하 다는 , 앞에서 언 한 네가지의 성공을 한 核心要素를 

도출하여 그 실행에 주력하 다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Dalby 에서

의 성공 인 사업수행은 Queensland州의 다른 세 지역에서 PATCH 로그램

이 시행되게 하는 데에 결정 인 향을 주었다. Dalby  뿐만 아니라 오스

트 일리아 여러 지역에서 PATCH 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오스트 일리아 

체에서 體系를 갖춘 네트워크를 성립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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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Ⅱ-3. 日本 각 地域의 地域保健醫療計劃

  1. 酒田保健所의 敎育評價機能 强化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山形縣 酒田保健所

  — 인구: 167,406명, 세 수: 47,978세 , 면 : 1.060,36㎢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9.4%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6.8%

나. 事業目的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地域保健에 한 문 , 기술 인 지도와 연수, 보

건복지활동의 질에 한 평가 등 ‘교육‧평가부문’의 강화가 요시될 것으로 

상된다. 이 때문에 보건소의 교육, 평가  정보 리 기능의 강화를 도모

함을 목 으로 하여 町村을 포함한 보건복지 활동을 평가하고 지역보건 

강화를 한 선구 인 교육과 연수를 실시한다.

다. 事業槪要

  1) 町村 保健福祉 서비스의 質的 評價

  町村의 보건복지 사업에 해 사업의 질 인 면(효과, 효율, 유효성)의 

평가방법을 습득하고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평가의 실 을 질제로 평가한다.

  2) 保健所 活動의 要求調査와 多角的 評價

   — 주민 모니터에 의한 보건소 활동 평가

   — 앙 이트를 통해 보건소에 한 요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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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地域保健强化를 한 先驅的 硏修의 實施

   — 지역의 요구가 높은 인재의 육성

   — 情報管理 硏修

라. 事業結果

  1) 町村 保健福祉 서비스의 質的 評價

  質的 評價의 한 로서 腦卒中 患 에 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선정하여 

山形大學 의학부의 력으로 환자  간호자가 본 서비스 평가에 한 聽取

調査를 실시함과 함께 ‘腦卒中 患  퇴원연락표’의 활용상황에 한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결과로는 町村 행정에 해서는 시설설비의 확충과 경제력 조성 등 

다양한 의견과 요망이 나와 주의 깊은 서비스의 제공을 바라고 있는 것, 保

健員 활동에 해서는 생활 반에 한 상담과 보건‧복지 調整 로서의 역

할 등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腦卒中 患  퇴원연락표’에 해서는 지도내용이 의료 인 면에 치우쳐 

생활지도가 부족하다는 , 町村 保健員의 방문에 한 설명 부족 등의 해

결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2) 保健所 活動의 要求調査와 多角的 評價

  ＜住民모니터에 의한 保健所 活動 評價＞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地域住民 에 모니터를 모집하여 보건소 업무를 

실제로 체험시켜 주민의 으로 본 보건소 활동에 한 제언, 의견 등을 구

하기 해 住民모니터 制度를 실시하 다. 이 제도에는 2명의 모니터 요원이 

각 6일 동안 참가하 다.

  모니터로부터는 보건소 업무의 홍보부족, 보건소가 주최하는 講演 ‧硏修

 등의 일반에 한 개방, 상담업무에 있어 라이버시 배려의 향상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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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내부평가로는 나오기 어려운 제안이 나와 보건소 업무의 유효한 평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었다.

  ＜앙 이트를 이용한 保健所에 한 要求調査＞

  ① 日常業務 利用  象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업무 별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를 

앙 이트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사업 이용건수

3세아 건강진단

식품 생 계

일반 건강상담

음료수 검사

161

131

 69

 12

  ② 町村職員( 내 7 町村) 象

  직원들을 상으로 하여 보건소 업무에 한 앙 이트를 실시하 다. 町

村의 의견, 요구를 체 으로 악할 수 있어 相互連帶를 진행시키는데 유

용했다.

  3) 地域保健强化를 한 先驅的 硏修의 實施

  高齡 , 腦卒中 患  등의 診療 수발을 담당할 새로운 담당자로 소내 직원 

 타보건소 직원을 상으로 한 정보 리 멀티미디어 연수회를 60명을 

상으로 하여 개최하 다.

  2. 幸手保健所의 家庭看護를 한 保健福祉의 連繫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埼玉縣 幸手保健所

  — 인구: 192,710명 세 수: 59,719세  면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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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9.1%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7.5%

나. 事業目的

  보건, 의료, 복지가 連繫하여 간호를 필요로 하는 高齡  등이 퇴원한 후 

早期에 보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在  管理를 추진

하는 것과 함께 간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한 이를 통해 연 에 한 의식을 리 주민에게 보 ‧계발한다.

다. 事業槪要

   1) 병원, 의사회와 연 하여 퇴원시 환자의 상황을 악하고 방문지도에 

연결되는 정보시스템을 책정한다.

   2) 거주환경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황을 악한다.

   3) 일반시민, 행정(보건, 의료, 복지) 계자, 건축 계자의 의식 환을 

해 사업을 실시한다.

라. 事業結果

  1) 家庭看護 情報連帶 시스템의 策定

  내 町, 병원, 의사회 등과 의하여 시스템 사업실시 요령을 책정함과 

함께 리 고를 했다. 정보연 시스템은 이 지역에서 최 의 시도이나 서

서히 계자의 이해를 얻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 居住環境 實態調査

  家庭看護를 충실하게 하기 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의 연 뿐만 아니라, 

방과 복도의 턱을 없애 계단이나 마루의 재질을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하

는 등 ‘거주환경 만들기’도 요한 문제이다.

  高齡  世帶  新  住 街의 世帶를 상으로 거주환경 만들기 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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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실시한 결과 반 정도가 마루의 턱을 없애거나 욕실 등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高齡化를 향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60%가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를 들었다.

  3) 심포지움의 開催

  장래에 몸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간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익숙하게 

살던 집에서 自立生活을 하게 하기 해 ‘家庭看護와 居處만들기 심포지움’

을 개최하 다.

  家庭看護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기 하여 거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자 한 것이 참신하게 받아들여져 家庭看護事業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실시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3. 山口縣保健所의 難治病患  家庭看護 推進 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山口縣 保健所

  — 인구: 1,560,150명 세 수: 559,335세  면 : 6,110㎢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8.3%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5.7%

나. 事業目的

  難治病患  家庭看護를 충실하게 하기 해 환자, 가족  보건, 의료, 복

지 계자  일반주민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難治病 患  地域保健醫

療의 體系化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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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事業槪要

 

난치병환자 가정간호 추진 원회  난치병환자 추진부회

◦ 실태조사의 기획

◦ 조사표 작성

난치병환자 실태조사의 실시  집계‧ 탁

◦ 난치병 환자‧가족조사

◦ 보건원, 복지 계직원, 의료 계자 

   일반 주민 등의 조사

실태조사의 분석‧검토

난치병환자 지역보건의료추진사업 등의 검토

라. 事業結果

  1) 實態把握

   — 難治病患 의 집에서 요양상태 악이 가능했다.

   — 難治病患 , 가족의 요구을 악할 수 있었다.

   — 지역간호를 담당하는 계 직원의 인식을 악할 수 있었다.

   — 일반주민의 인식 악이 가능했다.

  2) 實態調査의 分析, 檢討

  難治病患  在 看護 推進委員 , 難治病 患 在 看護 推進部  등을 설

치하고 실태조사의 기획, 실시, 분석검토를 행하 다( 원회 5회, 부회 7회).

   — 집계결과의 분석‧검토

   — 문제 의 추출

   — 難治病 患  在 看護 체제의 과제 검토

  3) 調査結果의 槪要

   — 환자‧가족조사: 의료기 에의 요망, 간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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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직원 등의 조사: 보건‧의료‧복지의 각 서비스, 연계체제 정비 등

의 문제

  4) 檢討課題  體制整備

   — 지역의료의 정비

   — 보건원에 의한 방문지도의 충실

   — 의료(생활요양) 상담의 충실

   — 방문진료의 확충

   — 계기 의 連帶提携 强化

   — 복지시책의 추진

   — 계직원의 연수

  4. 大阪府의 地域社  再活事業의 社 福祉療法 推進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大阪府 

  — 인구: 8,719,971명 세 수: 3,239,069세  면 : 1,890.79㎢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9.7%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7.2%

나. 事業目的

  高齡 나 障碍 가 가까운 이웃사람들과 함께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고 

가까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어가는 것을 방하는 등의 社 復歸

(rehabilitation)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주민의 극 인 참가에 의해 아름답고 

따스함이 있는 지역 지원체제 만들기를 추진하여 ‘마음의 문턱이 없는 마을’

을 목표로 한다.



246

다. 事業 槪要

  1) 地域再活事業 추진모델사업

  의사, 작업요법사(OT), 이학요법사(PT), 보건원, 간호사 등이 조를 이루어 

계획에 참가하여 상담이나 社 福祉療法 서비스를 실시하 다. 高齡 나 障

碍 의 社 參加를 진하면서 보건센터에서의 사회복귀, 방문간호 서비스, 

집안일 도와주기 서비스 등의 在 保健‧福祉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체

계 이고 포 인 사회복귀 서비스를 검토하 다.

   — 실시지구: 府下의 4개지역(枚方, 松原, 八尾, 泉大津의 각 보건소)

   — 실시방법: 의사, 작업요법사, 이학요법사, 보건원, 간호사 등이 문 으

로 나갔다.

   — 장    소: 마을회 , 복지센터

   —  상 자: 장애를 갖고 집에서 생활하는 자

  2) 地域再活事業 實績硏究

  地域再活事業 추진모델사업과 련되어 있는 의료기 , 복지시설, 町村

의 社 復歸 계자를 상으로 자질향상과 연계를 한 연수를 행하 다.

   —     상: 의사, 작업요법사, 이학요법사, 보건원, 간호사 등 지역에 있

어서 사회복귀 활동에 계된 자

   — 상지구: 枚方, 松原, 八尾, 泉大津의 각 보건소가 事務局이 되어 불

럭단 로 실시

   — 내    용: 복지시설, 町村, 치료기  등에 있어 지역 사회복귀에 

한 연수와 구체  사례를 소재로, 지역에서의 처우 개선을 

검토한 사례연구를 행하 다.

  3) 地域住民 네트워크 모델事業

  근처 이웃이나 자원 사자들과 함께 공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음식

,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계 깊은 업자들의 력을 얻어 지역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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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齡 나 障碍 에 한 지원자세를 검토하기 한 사업을 행하 다.

   — 실시지구: 府下 4개 지역(四條畷, 藤井寺, 貝塚, 泉佐野)

   — 내    용 

       ① 지역주민 네트워크 추진회의의 설치‧운

          구    성: 보건소, 町村, 사회복지 의회, 자원 사단체, 공 생

력회, 이‧미용조합, 공 목욕탕 조합, 세탁업 조합 등

          회의내용: 高齡  문제의 이해를 한 연수, 요구 악과 지원 방

책의 검토, 要看護 에 한 서비스 제공, 간호수혜자에

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과 홍보

       ② 지역주민 계발 이벤트: 추진회의 구성원의 력을 얻어 高齡 와 

障碍  문제에 한 강연회, 간호상담회 등을 실시하 다.

다. 事業結果

  1) 지역 사회복귀 추진모델사업은 집에서만 생활하던 高齡 나 障碍 들이 

외출하게 된 계기가 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자리잡았다. 한 사업실  

 주민요구가 실로 드러나면서 技能訓練事業 확충과 당사자의 自助

그룹 만들기, 地域 社 復歸의 기반만들기가 진행되었다.

  2) 지역주민 네트워크 모형사업에 해서는 環境衛生 關聯業  조합으로 

구성된 민간단체(公衆衛生協 )가 ‘서로 돕는 가게’ 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공 욕탕이나 이‧미용실, 제과업자 등에 의해 高齡 나 障碍

에 한 자원 사 서비스로서 개되고 있다.여러 職種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통일하기 해서는 사 에 조정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요하며 서비스의 계속성 확보와 사회복지 의회나 자원 사자와의 

연 를 진행시키기 해서도 네트워크 만들기가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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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立山町保健所의 保健‧醫療‧福祉 連帶推進 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立山町 保健所

  — 인구: 27,530명 세 수: 7,251세  면 : 308.79㎢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8.5%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5.2%

나. 事業目的

  高齡  社 를 맞아 ‘모두 힘을 합쳐 막아내자. 막아낼 수 있다.’를 슬로건

으로, 건강복지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健康增進, 질병의 방에서 조기 발견, 

치료, 社 復歸  在 看護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를 행하 다.

  한 町民 스스로가 ‘건강복지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시키기 해 보건‧의

료‧복지의 연 를 한 기반정비, 구조 만들기로서 IC카드를 활용한 지역카

드 시스템을 구축하 다.

다. 事業槪要

  건강 리를 효율 으로 하기 해서는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자료 리가 

필요하다. 지 까지 자료 리는 高齡 나 障碍人은 보건소, 학생들은 교육기

 등에서 시행하여 자료 이용에 있어서 연 가 없었다. 立山町에서는 다음

과 같은 체계를 검토하 다.

  1) 의료기 과의 연   시스템의 개발

  2) 학교보건과의 연   시스템의 개발

  3) 보건‧의료‧복지정보의 네트워크화

  4) IC카드에 응하는 기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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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事業結果

  건강 리 시스템의 IC카드 응에 해서는 라이언트 시스템기를 도입

하여 기존 컴퓨터와의 속  住民情報 데이터베이스와의 연 를 통해 기

본 인 소 트웨어 등을 개발하 다.

  6. 武藏町 保健所의 自願奉仕  育成支援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武藏町 保健所

  — 인구: 5,836명 세 수: 1,865세  면 : 41.82㎢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23.4%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5.0%

나. 事業目的

  高齡  사회에 응하기 해 보건, 의료, 복지 계자의 자질 향상과 

계자 간의 정기 연락을 통한 정보와 사업교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 기존 

보건복지 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보건과 복지에 심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하여 학습회, 체험 학습 등을 개최하고 이웃의 要看護  등에 하

여 가정을 방문하여 말걸기 운동을 시작하고 그 가족이나 본인에게 家事協

助 등 실제  지원이 가능한 自願奉仕 를 육성한다.

  이 사업으로 의해 要看護 의 삶의 질을 높임과 함께 간호자에 한 배려

나 간호의 경감을 도모하여 町內에 있어 在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한다.

다. 事業槪要

  1) 보건, 의료, 복지 등 계기  연락회의 개최: 보건, 의료, 복지 등 계

자의 정기 연락회의, 자질향상을 한 연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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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自願奉仕  육성사업: 보건과 복지단체의 조직강화 지원사업, 自願奉仕

 육성사업, 가족간호자교실의 개최

   3) 보건복지 自願奉仕 의 발굴, 등록, 홍보사업

라. 事業缺課

  1) 綜合力의 强化

  보건, 의료, 복지실무자들의 회의는 월 2회 실시하고 의사, 保健員, 在 看

護支援 센타, 기타 복지 계기  등의 정보교환과 처우의 검토 등에 의해 

구나 2家庭(2 사람)은 숙지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형편을 말할 수 있게 되

었다.

  2) 實態調査의 實施

  町內 환자노인의 서비스 상태는 어떤가 하는 문제가 제안되어 町內의 보

건복지단체 공무원과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하 다. 개개인의 서비스 실태를 

화하고, 入浴車의 구입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3) 家族 看護師 모임의 設立

  가정 방문의 결과 병 의 노인 가족 개개인에게도 주목하여 家族看護  

설립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가족 간호사 교실을 개최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행하 다. ‘在  看護 家族 ’는 재 회원수 42명 가입까지 발 하

다.

  4) 看護自願奉仕 奉仕活動의 推進

  家族看護  교실 등의 수강이나 縣 주최의 각종 연수회에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가정주부를 상으로 看護自願 奉仕 (수 바퀴회)를 설립하여 회

원 18명으로 지역의 病中 人 가정의 가정방문이나 町內복지시설의 간호자

원 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 에는 간호사 3  자격을 따는 등 높은 의욕

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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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以後의 課題

  1) 보건, 의료, 복지의 실무자 회의에서는 직무 에 화할 필요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2) 看護 自願奉仕 의 극  육성과 질  수  향상을 도모, 지역의 看護

支援層을 두텁게하여 지역에서 생기넘치게 살아가기 한 토  만들기

를 행한다.

  3) 지역내에 산재한 保健福祉 自願奉仕 人材를 발굴‧등록하여 혼자 사는 

노인, 고령자 세 의 노인, 병져 운 노인 등의 네트워크 만들기를 실

시하여 지역내의 자치 원이나 각 보건복지 단체와 화의 장을 갖고, 

지역의 要支援 의 건강이나 요구를 듣는 등 혼자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7. 和歌山縣 保健所의 醫藥品 등 相談‧情報提供 네트워크 推進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和歌山縣 保健所

  — 인구: 89,120명 세 수: 26,518세  면 : 474.58㎢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9.92%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6.79%

나. 事業目的

  보건소를 核으로 약국기능을 활용하여 醫藥品, 看護用品 등에 한 상담창

구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町村과의 연 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保健衛生 

향상을 도모하기 한 약품 등의 상담‧정보제공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한편, 

보건소 기능의 충실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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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事業槪要

  1) 醫藥品 등의 상담‧정보제공 네트워크 확립이 정하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醫藥品 등의 상담‧정보제공 네트워크 추진 의회

를 설치한다.

  2) 내의 모든 약국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醫藥品‧看

護用品에 해 상담을 받는 것과 함께 재택간호  재택의료 등의 사

업에 극 으로 참가한다.

  3) 보건소에 醫藥品 등의 상담‧정보제공 네트워크 事務局을 설치하여 약국

에서 수한 상담사례의 수집‧분석을 행하고 약국 상담창구와 정보교환

을 행한다. 한 이후의 行政施策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고 町村 

계기 과의 연 를 도모해 가며 주1회에 걸쳐 보건소에도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4) 藥劑師에 한 在 看護, 在 醫療 등에 한 연수를 행하여 자질 향상

을 도모한다.

  5) 내주민에게 醫藥品 등의 상담‧정보제공 네트워크 사업을 주지시킨다.

라. 事業結果

  본 사업에서 醫療從事   주민 표에 의한 검토회를 3회 개최한 외에 

약국 상의 연수회를 15회 실시하고 내  약국  보건소에 상담창구 

간 , 상담카드를 설치하 으며 이를 地方新聞에 게재하 다.

  성과로는 환자가 손쉽게 약국에서 醫藥品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이 

服用하고 있는 醫藥品에 한 심이 높아졌다는 을 들 수 있다. 한 약

국에 있어서는 환자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가 등이 분석되어 환자의 요구

에 한 醫藥品 情報 提供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藥劑師의 의약상담방법, 

정보제공의 통일화가 도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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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玉湯町保健所의 骨多孔症 豫防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玉湯町 保健所

  — 인구: 6,077명 세 수: 1,699세  면 : 24.69㎢

  — 노령인구율(65세 이상인구/ 인구): 17.5%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인구/ 인구): 15.3%

나. 事業目的

  玉湯町 高齡  실태조사 결과 활동하지 못하는 원인의 2 를 骨折이 차지

하고 있다. 骨折을 일으키는 基礎疾患인 骨多孔症에 해 골량측정에 의한 

骨多孔症 檢診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 하여 사후지도  방활동을 행

한다.

다. 事業槪要

  1) 骨多孔症 檢診의 실시

  2) 骨多孔症 豫防活動의 실시

  3) 건강운동지도 실시

  4) 骨折 경력이 있는 후기 高齡 의 추 조사

라. 事業結果

  1) 骨多孔症 檢診의 實施

  40～65세의 여성 상자 1,241명의 14.5%인 180명에게 DXA법에 의한 骨

多孔症 檢診을 실시하 다. 검진실시 홍보 후 4일간 정원의 2배 이상의 신청

이 있었다. 검진 결과 정상범  140명, 요주의자 35명, 요정 검사자 5명으로

서 연령이 높을수록 要注意 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골량측정 부 를 腰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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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石灰化로 高齡 의 골량이 높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측정부 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2) 骨多孔症 豫防活動의 實施

  아동기에서 청년기를 심으로 骨多孔症에 한 심을 높여 방을 한 

활동을 행하 다.

   — 주민을 상으로 한 것: 骨多孔症 방을 한 건강교실을 3회에 걸쳐 

63명에게 시행하 으며 骨多孔症 검진 상자와 町의 세 에게 단

을 배포하 다. 한 건강만들기 추진원 34명을 상으로 2회에 거쳐 

학습회를 개최하 다.

   — 계자들에 하여: 玉湯町 보건 책 의회(1회), 보건사업검토회(2회), 

학교보건 연락회(1회), 골다공증 검토회(7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력과 

주지, 町 체의 보건 책과 련해 의하 다. 각 학교에서 보건소식, 

식소식 등으로 ‘튼튼한 만들기’에 한 啓發 활동을 행하 다.

   — 高危險 에 하여: 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건강교실, 가정방문 등

을 늘려 333명에게 행하 다. 玉湯町은 여성의 就業率이 높아 보건사

업의 실시에 하여 한참 일할 나이의 여성의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이들 여성이 다수 참가하여 이를 기회로 건강진단수진

자, 가족, 지역주민에게의 효과가 기 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3) 健康運動 指

  町내의 스포츠 醫學 , 醫科大學의 保健體育學 강사에 의한 운동과 건강을 

테마로 한 강연회 2회, 건강운동지도 1회, 건강워크샾 1회를 실시하여 76명

이 참가하 다. 건강운동에 한 심이 높아지고 사업계속을 강하게 바라게 

되어 이에 한 검토과제도 시행하고 있다.

  4) 骨折經驗이 있는 後期 高齡 의 追跡 調査

  련조사로서 骨折經驗이 있는 後期 高齡 의 추 조사를 15건 실시하

다. 퇴골경부 골 의 경우라도 병석에 운 사람 1명, 휠체어 생활 2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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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호 5명, 특별양호 노인 1명, 자립 6명 등으로서 한 의료와 각종 사

회자원의 활용에 의해 병석에 눕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癡呆症狀이 있는 사람이 5명 있어 癡呆性 人에 한 다양한 시책이 선

무라는 과 증상 악화방지를 한 日常生活用具의 보 에 하여 건강교육 

활동의 요성을 재확인하 다.

  본 사업의 실시 이후 1995년에는 부인의 건강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骨多孔症 檢診을 실시하여 년 이후 여성의 보건사업에 한 심의 정도

를 확인 할 수 있었고 1996년에는 健康同僚(healthmate) 養成講座를 4명의 등

록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한 건강운동지도의 요성을 생각하여 건강운동실천지도자 양성연수를 

1995년과 1996년에 개설하여 일상 인 보건사업으로 성과를 얻고 있다.

  한 보건과 복지의 사업을 개하기 하여 보건과 복지의 종합 인 시

설을 건설하는것에 하여 그 기운이 높아져 1995년에 玉湯町 건강복지센터 

건설검토 원회, 玉湯町 의회 건강복지센터 건설특별 원회가 설치되어 1998

년 건설을 향하여 구체 인 의 에 있다.

 9. 仙台 保健所의 알코올 關聯 問題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宮成縣仙台

  — 인구: 936,733인 세 수: 368,505세   면 : 788.05㎢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0.87%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6.93%

나. 事業目的

  보건소를 심으로해서 알코올 依存症患 와 가족의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알코올 문제 책의 원활한 추진과 알코올 依存症患 의 건강회복과 사회복

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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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事業槪要

  1) 알코올 健康相談

  보건소장을 회장으로 해서 월4회 알코올 門醫와 精神保健相談員, 保健婦

에 의한 정례 문 상담창구를 개발하고 개별상담과 계속  그룹미  등을 

실행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문제에 응하고 있다.  보건소직원(정신보건

상담원, 보건부)을 한 달 단 로 교체 견하여 알코올 상담에 한 기술지도

를 행하고 있다.

  2) 알코올 問題 策連絡 議

  알코올 문제에 여한 각 기 의 경우 상담‧처우상의 정보교환을 실행, 알

코올 문제에 해서 공통이해, 연계의 방향을 생각함과 동시에 알코올 의존

증환자의 일 된 처우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알코올 健康相談硏修

  알코올 건강문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알코올 依存症의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고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라. 事業結果

  1) 實施經過

  昭和 61～62년 仙台  정신보건 책 의회에서 알코올 문제 책에 해 

의되어 消和 63년 ｢仙台  알코올 依存症 책의 방향에 해서｣가 나왔

다. 이를 시작으로 알코올 련 문 상담창구 설치, 계기 의 연락회의 

개최, 從事職員의 교육연수가 실시되어졌다.

  2) 事業結果

  알코올 門醫에 의한 상담창구 설치와 더불어 사례에 해 문  응

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다.  從事職員의 교육연수는 보건소 직원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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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무소 사례별 상담원 등이 참가하 고 각 기 간의 연계에 효과가 있음

과 함께 지역의 경우 알코올문제 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3) 事業實施上의 注意點

  상담창구, 교육연수와 함께 높은 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주체가 되는 기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은 알코올 門醫의 지

도와 충분한 인력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알코올문제 책연락회의에서 취 하는 주제가 고정화되기 쉽기 때문에 

회의의 구체성을 잃지 않기 해서는 방향을 일상의 사례 응에 되살려가는 

것이 과제이다.

  10. 井笠保健所의 癡呆 人 在 支援시스템의 構築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의 소재지: 岡山縣笠岡  井笠保健所 

  — 인구: 162,363인 세 수: 52,327세   면 : 527.58㎢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5.77%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21.2%

나. 事業目的

  1) 癡呆性 人이 살게된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한 지역만들기

를 한다.

  2) 癡呆性 勞人을 지원하기 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만들기를 한다.

  3) 癡呆性 人에 조기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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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事業槪要

  1) 癡呆性 疾病에 해서

  癡呆性 人을 막기 해 ‘ 하는 페스티벌’ 강연회  癡呆性 人‧家

族交流 를 개최해 넓은 지역에 보 하고 癡呆豫防敎室을 개최하여 癡呆의 

조기발견을 한 교실을 개최한다. 한 癡呆性 疾患 상담창구를 보건소만이 

아닌, 상담자의 편의를 해 가까운 町村에 설치하고 自願奉仕 에 한 연

수, 육성, 조직화를 해 내 연락 의회를 설치한다.

  이미 癡呆性 疾患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保健婦, 看護婦에 의한 정기

인 가정방문으로 지원을 행하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癡呆性 人

을 막기 해 구제책을 검토하여 극 추진한다.

  2) 關係機關과의 連絡 議의 開催(保健·醫療·福祉關係 )

  계기  간의 연락회의는 施策의 방향  상담사례에 응을 검토하며 

문직원들을 연수시킴으로써 癡呆性 人에 계된 보건·의료·복지직원을 

상으로 연수  先進 地域 시찰을 행한다.

  3) 醫師로부터 情報提供

  醫師 의 력을 얻어서 癡呆性 人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개별 응에 결

부시킨다. 방문에 해서는 본인  가족의 동의를 얻는다.

라. 事業結果

  1) 癡呆性 人이 살게된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한 지역만들기

에 해서

  아직 편견이 강한 가운데 癡呆性 人을 받아들이는 토양을 만들기 한 

지역계발이 요하다. 일차 방으로서 ‘출장강좌‧강연회’, 이차 방으로서 

‘생생한 세미나’, 삼차 방으로서 ‘치매성 노인‧가족교류회’,  가까운 상담

창구의 설치, 自願奉仕 의 연수도 지역계발에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附 259

  在 看護를 지원하기 해 597호(1주간에 1회의 정기계속방문)에 한 방

문을 실시하 다. 본인, 가족에 의한 在 看護를 지원하기 해서 ‘계속, 어

떻게 癡呆에 응할 것인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거주한 곳에 익숙한 지역에 

살아가기 해 요한 것을 인식한다.

  2) 癡呆性 人을 지원하기 한 보건‧의료‧복지의 네트워크만들기에 해서

  다직종, 다기 이 在 看護 에 계를 갖도록 되었다. 癡呆性 人에 

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기 이 서로의 일을 이해

해 연계하여 보다 효과 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町, 사회

복지 의회, 시설들이 18회의 회의를 하는 에 癡呆性 人을 지원하기 

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만들기를 극 으로 해결해야 할 곳도 나왔다. 

‘정립지구의 癡呆性 人 策을 생각한 ’는 내 일 에서 가족개호자, 의

사, 사무원, 보건부, 간호부, 생활지도원 등 多職種이 모인, ‘癡呆性 人 

책을 실행한 ’로서 성장해오고 있다. 

  癡呆性 人을 지원하기 해 ‘ 문직원연수’를 실시하 다. 보건‧의료‧복

지직원 다수의 참가가 있었으며 특히 병원에서의 참가가 많았었다. 一般病院

의 通院, 入院患 에 癡呆性 人의 비율도 늘고, 병원경 진이 연수를 강

하게 바라고 있는 곳도 있었다.

  3) 癡呆性 人에의 早期 應에 해서

  반년간에 의료기  250건, 6개의 노인보건시설 103건, 2개의 주간 서비스 

센터 83건 등 합계 436건의 보고가 있었다.  町 등에서도 보고해 받았기 

때문에 내에서 879인의 치매성 노인의 보고가 있었다. 在 는 444인으로 

체 50.4% 유해, 자립도Ⅰ( 부분자립) 87인(19.6%), Ⅱ(반자립) 115인

(25.9%), Ⅲ(때때로 개호) 126인(28.4%), Ⅳ(상시개호) 45인(10.1%), M( 문의

료 상) 17인(3.8%) 다. 비교  가벼운 사람의 보고가 었다(미기입 53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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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佐賀縣保健增進課의 糖尿病 食事 相談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佐賀縣保健環境部保健增進課

  — 인구: 880,310인 세 수: 266,333세   면 : 2,438.93㎢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7.3%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8.6%

나. 事業目的

  糖尿病은 不適切한 식생활과 운동부족에 의한 肥滿症이 원인이 되지만 경

미환자를 방치해 두면 계와 신경계에 한 合倂症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섬세하고 치 한 양지도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기 , 町村 등과 연계하여 상담지도를 실행한다.

다. 事業槪要

  1) 糖尿病食事 相談檢討

  보건소장이 주재한 계기 의 력을 얻어서 사업의 효과 인 진행방법

에 해서 검토를 행한다.

   — 개최횟수: 연 2회

   — 糖尿病食事相談事業

      ∙실시장소: 보건소

      ∙ 상자: 主治醫에게 양지도의 필요가 있다고 정받은 자

      ∙상담일: 매일 2회 정도 主治醫‧보건소장과 의한다.

      ∙지도자: 원칙 으로 보건소의 리 양사로 하여  병태별 양지도

자 강습회의 수료자 에서 보건소장이 임자를 선정한다.

   — 상담방법 

      ∙主治醫는 할 보건소에 상자를 소개한다. 보건소장은 소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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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양지도를 제공함과 동시에 主治醫에 해서 신속하게 

양지도 상황을 보고한다.

      ∙보건소에 직  상담이 있던 것에 해서는 병태에 따라서 의료기

에 수진을 권장해 당해 의료기 과 력해서 지도를 행한다.

      ∙계속지도를 요하는 상자에 해서는 主治醫와 연락조정을 실행,   

계속 지도를 행한다.

라. 事業結果

  糖尿病은 생애에 걸쳐 조 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 생활 습 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 에서 퇴원한 후 健康指

를 장기간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된 가 많다. 이와 같은 환자에 해 의료

기  등과 연계해 보건소에서 계속 으로 지도를 제공한 것은 상담자의 바

른 식사요양의 정착과 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指 도 각 지역과의 연계와 POS system의 도입 등으로 指 技法의 향상

을 도모할 수가 있으며 町村의 경우에도 糖尿病 患 의 건강교육, 건강상

담에 도움이 된 指 技法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한 이 사업의 

실시로 의료기 과 보건소간의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되어 이

후에는 이를 살려서 의료기 , 보건소, 町村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문

인 營養指 가 필요한 자에 해서 다방면에서 지원가능한 체제를 정비해 

가고자 한다.

  12. 神埼町 健康增進課의 肝疾患 策事業

가. 地域槪要

  — 실시주체: 佐賀縣神埼郡神埼町 健康增進課 

  — 인구: 18,900인 세 수: 5,402세  면 : 39.28㎢

  — 노령인구율(65세 이상 인구/ 인구): 17.1%

  — 아동인구율(0～15세 미만 인구/ 인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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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事業目的

  神埼町의 慢性肝疾患  肝硬變, 肝癌에 의한 사망률이 항상 국 縣의 高

位에 있는 에서 肝疾患에 한 올바른 지식의 계몽과 함께, 肝疾患 患 를 

조기발견, 조기치료, 계속 리  추 지도하는 것으로 암 방 책을 도모하

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다. 事業槪要

  1) 肝疾患 策委員

  8명의 원으로 구성된 肝疾患 策委員 를 연 3회 개회하며 肝疾患 策

에 해 종합 이고 문 인 견지에서 조언, 지도하 다.

  2) 肝疾患 策 巡廻健康敎育

  肝疾患에 한 올바른 지식의 보 과 계몽을 해 3년(평성 5년～평성 7

년)에 걸쳐 全集落을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하 다. 참가 集落과 참가자는 다

음과 같다.

   平成 5년도  20集落  817명 출석

   平成 6년도  22集落  886명 출석

   平成 7년도  21集落  734명 출석

  3) 肝疾患 保健指  텍스트 作成

  순회 건강교육의 시기에 사용하는 텍스트인 ｢肝臟病 이야기｣를 縣의 텍스

트를 참고하여 각 世帶에 1권의 비율로 6,000권을 町 독자 으로 작성하 다.

  4) 調査事業과 事後管理

  佐賀醫科大와 西九州大學의 지원을 얻어 년도 건강진단과 문진결과를 

집계분석하 다. 

   — 町民 (故人) ｢생활과 건강의 조사｣ 120명 ·················· 佐賀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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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町民 ｢생활과 건강의 조사｣ 890명 ·················· 佐賀의과

   — 肝疾患과 食生活 110명 (5集落) ···· 西九州 학

  5) 調査事業의 整理와 追跡調査, 腹部超音波 검사

  순회 건강교육에서 사용된 ｢肝腸病 이야기｣ 외에 肝腸病 방에 한 책

자를 6,000권 발행하여 각 세 에 배포하는 한편, 년도 조사사업을 정리‧

평가한 책자를 작성하 다. 특히 佐賀 醫科大의 조를 얻어 건강검진 후 간

기능에 한 精密 要檢査  923명에 한 추 조사와 要精密 檢査 , 要醫療 

象  612명에 해 肝臟을 비롯한 腹部超音波 檢査를 시행하여 肝疾患

를 최소한으로 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6) 血液檢査와 保健指

  肝疾患 患 를 치료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요

한 것이지만 재 건강한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습 을 유지하여 肝疾患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요한 일이다. 따라서 神埼보건소를 

심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肝疾患 방을 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하

다.

   — 학생에 한 肝機能檢査: 128명 실시

   — 友 의 육성(肝臟病 要指 들의 自助 모임)

   — 肝疾患 策事業 10년간의 정리

   — 腹部超音波檢査: 274명 실시

다. 事業結果

  3년간 지역보건추진 특별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주제를 肝疾患 策으로 좁

힘으로써 조사연구사업, 검사내용의 충실, 사업의 정리 등 여러 가지 일을 

효과 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보건지도 내용의 충실, 주민의 肝疾

患에 한 의식 고양, 肝癌에 의한 사망률의 하뿐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의 보건소 활동에의 이해, 보건소의 질  향상 등 보건활동 이상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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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效果

   — 肝疾患 策委員 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 기 , 종사자 간에 공통이해

를 확보할 수 있었고, 력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 올바른 지식이 보 됨에 따라 주민의 불안이 해소되어지고, 肝疾患에 

한 심이 높아져 의식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 肝疾患 검진결과를 토 로 要精密 의 추 ‧조사를 함에 따라 HCV 

양성자의 상태가 악되고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연결지을 수 있었다.

   — 조사사업결과, 神埼町의 특징이 악되고, 후의 보건지도 설정에 도

움이 될 수 있었다.

      ① HCV 抗體 양성자의 수에 지역차, 연령차가 있었다.

      ② 양성자에게 肝硬變, 肝癌이 많았다.

      ③ 흡연, 음주, 농약과의 계가 깊었다.

      ④ 의료기  추 조사에서는 HCV 항체 양성의 정도, 남녀간의 차이, 

생활습  개선의 요한  등을 알았다.

   — 高危險 群에 해 검사‧추 조사를 하여 진단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肝癌, 肝硬變 등을 보다 잘 악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사사업을 정리하는 것에 의해 町의 肝臟病의 특징이 악되고, 후

의 책에 도움이 되었다.

   — 학생에 한 액검사(HBS, HCV 항체검사)를 하여 若年 에게는 

양성자가 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으며 異常 에게는 조기에 肝炎 

策을 도모할 수 있었다.

   — 友 를 육성하여 同病 와의 交流 를 갖는 것에 의해 건강에 한 

인식을 새롭게 갖고 본인의 자각을 구할 수 있었다.

  2) 今後의 計劃

   — 문  견지로부터의 조언, 지도로써 肝疾患 策委員 를 유지해 가는 

계획이 있다.

   — 재까지의 조사사업, 액검사결과 등에서 町의 특징이 악되고, 효



附 265

과있는 보건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더욱 철 한 생활

습  개선을 통해 악화를 방지하려 한다.

   — 개인지도를 심으로 보건지도(건강상담, 건강교육)를 철 히 하고 주

민의 건강의식을 높여 肝癌 발생을 감소시켜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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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Ⅱ-4. 外國의 地域保健推進 特別事業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PATCH 지역사회 재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재의 總合計 이상의 의미

가 있다. ‘地域社 를 통해서 보다는 地域社  內에서(In the community, 

rather than through the community)’ 진단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여러 기

의 력, 주정부와 연방정부 자원과의 垂直的 連繫 등에서 얻어진 상승작용

과 구심  역할은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기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人  集團仲裁(Interpersonal and Small-Group Intervention)는 여타의 汎地

域社  로그램 보다 일반 이고 리하기 쉬우며 잘 수용된다.

  부분 PATCH 로그램에서는 汎地域社  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동원과 정치  의지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한 뒤 낮은 수 의 意思決定權

은 각 기 과 시설에 넘겨 다. 시설에 기 한 로그램은 연구 기 에서 

조직 이고 통제가 쉬운 반면 汎地域社  로그램은 인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潛在力이 있다.

  이 로그램은 매체와 여러가지 의사소통 통로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

게 근할 수 있으며 변화를 해 범 한 규범 , 경제 , 정치  지원을 

얻을 수 있고 地域社  政策이나 社 變化를 진할 수도 있다.

  PATCH는 연방지원보다는 지역의 자발 인 참여성격이 강한 로그램으

로, 정부 재정지원의 範疇的 疾患 規制(Categorical Disease Restriction)를 벗어

나고 Grantee Institution 보다는 체 지역사회에 여한다. 따라서 연방정부

의 우선순 를 벗어난 문제에 해서 社 的‧疫學的 진단을 시행하고, 行動

的‧環境的 험요인에 해 자료에 기 한 분석을 권장하며 水平的‧垂直的 

連繫를 한 지원을 한다.

  PATCH는 원래 리시드 모델(PRECEDE MODEL)의 원리를 용하 고, 

정책, 규제, 로그램 수행의 조직  문제까지 포함하는 PROCEDE까지 범

를 넓혔다. PRECEDE는 PATCH지역사회 진단도구로 쓰 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책, 규제 그리고 교육 ‧환경  개발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에 

장애가 되는 지역사회 문화와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潛在力을 갖는 

강력한 로그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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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한 자원과 정치  의지를 구하는 동시에 

綜合 로그램(Comprehensive Program)과 汎地域社 仲裁를 실시하는 것은 지

역사회 건강증진의 費用效果 潛在力이 충분히 인정받게 될때 까지는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이러한 綜合的 健康增進(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에 쓸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될때 까지 주와 연방정부기 의 임무

는 지역사회의 주도권과 그들의 로그램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술

지원과 자원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附  Ⅲ. 生涯週期別 目標設定과 指標選定 過程

※ 調査問  選定을 한 關聯 目標의 重要度 調査

  다음은 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의 나열된 목표들에 

해서 귀 보건소에서 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보기에서 골라 주시기 바랍

니다.

〈附表 Ⅲ-1〉 目標의 重要度 調査表

목      표 요도

☆ 산모  아(모자보건)

 모든 산모들이 분만을 한 한 공간에서, 
한 산 간호를 받고, 쾌 한 환경속에서 안

 분만을 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기
에게 모유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목표 추가)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 유아기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방
종을 실시하며, 아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염성 질환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아사
망률을 감소시키는 것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목표 추가)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학령기

 건강에 좋은 습 을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들
을 교육하고, 지지 격려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한 삶의 양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목표 추가)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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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Ⅲ-1〉 계속

목      표 요도

☆ 성인기

1. 일생동안 건강생활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보

건 로그램  보건정책을 지원함.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2. 매개체- 달질병을 비롯한 지역보건을 하여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질병과 결핵 등의 

사망률과 이환율  질병의 를 하시킴.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3. 노년기에도 활동 이며 장애가 없는 삶을 유

지하기 하여, 직업병의 감소와 아울러 질병

의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방함.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4. 환경문제로 인한 질병  장애를 효과 으로 

방하기 한 환경 보호의 실천과 기술의 

향상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5. 시각  청각 장애를 방하고 불구자에 

한 재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

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목표 추가)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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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Ⅲ-1〉 계속

목      표 요도

☆ 노령기

1.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2.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근이 용이한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도록 보건체

계를 재정립하고 운 함.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3. 만성질환자, 신체장애자, 그리고 그들의 조력

자에게 치료  건강유지의 잠재력을 향상시

킴.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4. 모든 개인에게 최상의 삶을 릴 권리를 보

장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인 , 물  자원을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5.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한 물리 , 

사회  환경을 제공함.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목표 추가)

    ①    ②   ③   ④    ⑤
     I--------I-------I------I--------I
           보통      매우
 요하지 않음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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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Ⅲ-2〉 目標의 重要度 調査 結果

생애주기 목     표
요도(빈도)

① ② ③ ④ ⑤

산모  아

(모자보건)

모든 산모들이 분만을 한 한 공간에서, 
한 산 간호를 받고, 쾌 한 환경속에서 

안 분만을 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

기에게 모유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

2 5 10

유아기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방

종을 실시하며, 아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염성 질환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아

사망율을 감소시키는 것

1 8 8

학령기

건강에 좋은 습 을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지‧격려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
한 삶의 양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

1 6 1 9

성인기

일생동안 건강생활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보건 

로그램  보건정책을 지원함.
2 7 7

매개체- 달질병을 비롯한 지역보건을 하여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질병과 결핵 등의 

사망률과 이환율  질병의 를 하시킴.

1 5 6 5

노년기에도 활동 이며 장애가 없는 삶을 유지

하기 하여, 직업병의 감소와 아울러 질병의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방함.

1 3 5 8

환경문제로 인한 질병  장애를 효과 으로 
방하기 한 환경보호의 실천과 기술의 향상

6 5 6

시각‧청각장애를 방하고 불구자에 한 재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함.

2 3 6 6

노령기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 5 4 8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근이 용이한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도록 보건체계
를 재정립하고 운 함.

2 5 10

만성질환자, 신체장애자,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에

게 치료  건강유지의 잠재력을 향상시킴.
1 2 6 8

모든 개인에게 최상의 삶을 릴 권리를 보장

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인 , 물  자원을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

1 4 1 11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한 물리 , 사
회  환경을 제공함.

1 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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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Ⅲ-3〉 生涯週期別 目標에 따른 指標  出處

목  표 지  표

지표출처

WHO OECD
Healthy 
People 
2000

기타

1) 모자보건

모든 산모들이 

분만을 한 

한 공간에서, 

한 산 간호를 

받고, 쾌 한 환경 

속에서 안 분만을

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기에게 모유를 

 수 있는 환경

을 보장하는 것

*임신기간  흡연, 음주산모 비율 ○ ○

*임신기간  산 진찰 의료기간 종

류, 분만시까지 총 산 진찰 회수

국 

출산력 

조사

* 아 사망률 ○ ○

*임산부 사망률 ○

*태아 사망률 ○

*선천성 이상으로 인한 입원환자수

*청소년 임산부의 비율 ○ ○

*정상체 을 가진 임산부의 비율 ○

*정상체 을 가진 건강한 신생아의 

비율( 체 아 출산율)
○ ○

* 한 임신시기와 자녀 터울을 가

진 여성의 비율(첫째아 출생시 산모

의 연령, 막내아 출생시 산모의 연

령, 임신당시 자녀수, 추가자녀 출

산계획)

○

*출생후 4～6개월간 모유로 키운 

 신생아의 비율(모유수유율)
○ ○

* 한 피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부의 비율
○

*모성과 어린아이의 양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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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Ⅲ-3〉 계속

목  표 지  표

지표출처

WHO OECD
Healthy 
People 
2000

기타

2) 유아기

건강한 생활

환경으로 유도

하고, 필요한

방 종을 실시

하며, 아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염

성 질환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

* 유아 사망률 ○

*5세 이 의 소아 사망률 ○

*성장발달 평가(신장, 체 , 시력, 

언어발달)
○

* 방 종률(BCG, DPT, DT, 

MMR, B형 간염)

* 방 종의 종류, 장소, 시기

○

*법정 염병 발생률(콜 라, 유행

성이하선염)
○

* 성 호흡기 감염  설사성 질

환의 발생률
○

* 성 호흡기 질환과 폐렴 환자 

사망률
○

*간 흡연율
○

*충치율(6～8세)

* 유아의 질병, 양 리, 건강한 

생활습  등에 한 모성의 지식, 

태도  실천 정도

○

*DALY, DFLE, WHOQOL 등 건강

과 련된 삶의 질의 지표들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FLE: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WHOQOL: WHO

  Quality of Life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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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지  표

지표출처

WHO OECD
Healthy 
People 
2000

기타

3) 학령기

건강에 좋은

습 을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

들을 교육하고

지지‧격려함으

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한 

삶의 양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

*신장, 체 , 비만도, 시력검사 ○

*구강보건
충치율(15세) ○

칫솔질 시기‧빈도

*청소년 자살률 ○

*청소년 음주율, 최  음주 평균연령, 

지난달 음주자 비율
○

*청소년 흡연율, 최  흡연 평균연령 ○

*청소년 약물복용 ○ ○

*술과 약물에 한 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

*청소년  균형

잡힌 식생활 습

, 규칙 인 운

동등 건강한 생

활태도  안

한 성생활을 포

함한 건강한 생

활 태도의 정도

아침식사, 규칙  

식사, 간식  과식,

음식의 간

○

운동여부, 운동강도,

빈도
○

∙청소년 성교육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 체 임신  사춘기 

청소년 임신 비율

∙청소년 낙태비율

∙HIV를 포함한 

성병 발생률

○ ○

*어린아이와 청소년  거리의 교통사

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의 비율
○ ○

*아동복지시설
○

*소년소녀가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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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출처

WHO OECD
Healthy 
People 
2000

기타

4) 성인기

(1) 일생동안
건강 생활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보건 
로그램  

보건정책을 

지원함.

*생활양식

 (사회 인 
 요소, 교육
 수 , 직업, 

 성별에 따른)

식 생 활 
황

아침식사, 

규칙  식사,
간식  과식, 
음식의 간

○ ○

흡연 황
흡연수 , 
흡연량, 

흡연기간, 연

○

음주 황
음주빈도, 

음주량
○

운동 황
운동여부, 

빈도, 운동강도
○

*건강한 삶의 

지원을 한 
자원의 보유
정도

보건의료인력 ○

보건의료시설(지역별‧종류별), 

타지역 의료기  이용률
○ ○

보건의료 
재원

해당지역 총생
산  보건의료

비 비율

○

공공 산  
보건 산 비율

○

*건강진단여부, 각종 암검사 여부, 
 압검사 여부

○ ○

*성 계를 통하여 염되는 질병과 
 발병률  유병률

○ ○

*HIV 감염  에이즈의 이환율과 

 이로 인한 사망률
○ ○

*직장에서의 장기결석의 평균기간 ○

*자살률(20～34세) ○

*정기 인 치과방문자 비율(35세 이상) ○

*음주 련 교통사고 사망률 ○

*약물 련 사망률 ○

*성별  연령에 따른 비만과 과체 자의 
비율(비만정도, 체 조 , 건강 련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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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ECD
Healthy 
People 
2000

기타

(2) 매개체-
달질병

(Vectorborne
Disease)을 
비롯한 지역

보건을 하여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질병과 결핵
등의 사망률과
이환율  

질병의 를
하시킴.

*이환
 수

성질환

2주간 성질환 
발생(발생수  

 구조, 진단 
 치료)

○ ○

외래  입원
이용

○
만성질환

(악성신생물,  
고 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뇌 질환, 
만성정신질환, 
만성심질환)

외래  입원
이용

유병수   
구조, 진단  
치료

○ ○

2주간 유병
유병수   
구조, 이환일수, 
진단  치료

*활동제한

질환별 2주간 
활동제한일수

질환자별 2주간 
활동제한일수, 
침상와병일수

*BCG 종률 ○

*결핵의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 ○

*도말 양성 결핵환자의 치료율 ○

*나병의 유병률 ○

*콜 라로 인한 사망률 ○

*공기, 물  음식물에 의한 염성 질
환의 발생률  사망률

○

*식 독 감염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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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ECD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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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기타

(3) 노년기에서
도 활동 이며
장애가 없는
삶을 유지하기 

하여, 직업
병의 감소와
아울러 질병의
발생을 지연
시키거나 

방함.

*평균수명 기간  장애없이 지낼 수 있
는 기간

○ ○

*태어나면서 부터의 평균수명 ○ ○

*연령보정 심장질환 사망률 ○ ○

*평균  콜 스테롤 수  (mg/dL) ○

*연령보정 뇌질환 사망률 ○ ○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발병률과 
유병률

○ ○

*암발생률, 암사망률 ○ ○

*직업과 련된 사고, 사망자수(직업별) ○ ○

*직업과 련된 납 노출자수 ○

*직업과 련된 소음 노출율 ○

(4) 환경문제로 
인한 질병  
장애를 효과
으로 방하기 

한 환경
보호의 실천과
기술의 향상

*건강, 환경  이와 련된 문제의 지
속  해결을 감시하기 한 공기오염, 
수질오염, 납의 농도 등 환경 련 
건강지표

○

*천식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 ○

*수인성 질병 발생건수 ○

* 기오염 표 치를 과할 일 수(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납 등)

○ ○

*안 한 마실 물을 공 받는 사람 비율, 식
수 종류, 식수에 한 안 성, 식수 방법

○ ○

*1인당 1일 쓰 기 배출량 ○

*상수도 공 률 ○

*하수도 공 률 ○

*쓰 기 처리율 ○

(5) 시각  
청각장애를 

방하고 
불구자에 한
재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함.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교통사고 사망자 ○ ○

*안 벨트 착용률 ○

*재활 련 입력자료에서 악된 장애자 
 불구자의 수

○

*산재사고로 인한 장애자의 비율 ○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 ○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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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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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 노령기

(1)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

*신체장애없이 살 수 있는 평균수명
 (DFLE: Disability-Free Life Expectancy)

○

*노인 인구(65세 이상)  자살률 ○

*노인 인구  우울증 발생률 ○

*노인성 치매의 발생율 ○

*비만과 과체 자의 비율 ○

*만성질환 노인수
 (연령별, 성별)

고 압성 질환 ○

당뇨병 ○

심장질환 ○

* 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 비율
* 염(의사진단)에 걸린 노인 비율

○

*일상활동 제한 노인 수(1000명당, 연령
별, 성별)

○

*심각한 청각 손상을 갖고 있는 노인 ○

*심각한 시각 손상을 갖고 있는 노인 ○

*노인의 주거상태(연령별, 성별-독신, 
배우자와, 다른 군가와)

○

*기 여명(65세 노인) ○ ○

*치아 완 손실 노인 비율(65세 이상) ○

*노인에게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수 ○

*노인간호에 사용하는 보건 산액의 
비율

○

*노인에게 사용하는 보건이외 산액의 
비율

○

*정부나 사기업 등으로부터 연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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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근이 용이한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도록
보건체계를 재정립
하고 운 함.

*치료장비의 질과 병원에서의 실제 
사용정도(진단시설, 치료시설)

○

*노인에 한 치료의 분포(치료무,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약물과 비
약물 병행)

CDC

(3) 만성질환자, 

신체장애자,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에게
치료  건강유지의

잠재력을 향상시킴.

*노인에 한 요양인력(1000명당, 
성별, 연령별)

CDC

*이 지역에서의 가정방문 치료체계가 
되어 있는 정도

○

*신체장애자, 만성질환자, 노인을 

한 정기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간, 
숫자  빈도

○

(4) 모든 개인에게

최상의 삶을 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인 , 물   자원을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

*노인들의 거주지역 부근에 한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5)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해 필요한
물리 , 사회  

환경을 제공함.

*지역사회 내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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