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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의 발 과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정립하기 해

서는 개개인의 간호 상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연

구결과들을 종합하는 작업이 필수 이다(이은옥 등, 

1992). 따라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연

구동향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간호연구의 방향 설

정에 지침이 될 수 있으며(박정숙, 오윤정, 장희정, 최

희  박은아, 2002), 간호  간호학문 발  방향 설정

에 기 자료를 제공해 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 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균형과 보건향상을 기여할 것을 목

으로 정부는 1980년 12월 농어  보건의료를 한 특

별조치법을 공포하 다. 처음 보건진료원이 배치될 당시 

농어  상황은 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건강문제를 가진 경우 이를 해결하기 하여 

이용할 만한 자원 즉 인력, 재정, 시설 등이 극히 부족하

다(이태화와 고일선, 2002). 기에 보건진료원의 역

할과 기능은 농어  특별 조치법에 따라 일차진료, 모자

보건과 가족계획, 기타 보건사업(환경 리, 질병 방, 보

건증진, 교육  지도, 기록유지)이 명시되었으나 1982

년 직무조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개발  조직, 사업계

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 리, 모자보건/가족계획, 통상질

환 리, 사업운 리, 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등으로 개선

되었으며 한 보건정책에의 확립, 일차보건 리 제공자

로서의 기능 확립, 지역사회보건사업 계획수립  평가, 

보건교육  연구사업이 보건진료원의 기능과 역할로 추

가되기도 하 다(박 희 등, 2000). 따라서 보건진료원

이 배치되어 활동한지 25년으로 우리나라 농어  오․벽

지 주민의 의료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를 하여 왔으며 

질병 방을 한 주민의 보건계몽과 응 환자의 신속처

리  우송, 추구 리, 가족의 건강문제, 청소년의 문제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상담, 학교 아동의 건강

리 등 질병 방과 일차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의 건강 수 의 향상에 성과가 있었고 지역발 과 개발

에 기여한 바가 크다(김성실,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발달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차보건의료제도 도입 당시의 농어

 환경의 여건과는 다른 변화, 즉 농어  지역사회의 

생활수 의 향상, 노인인구의 증가, 농 인구의 감소, 교

통불편 지역의 해소, 민간의료기 의 확충 등의 사회 변

화는 보건의료 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 주민

의 건강요구에 맞는 정책수립과 일차보건의료에 한 개

선과 보완책이 필요하다(염정호와 권근상, 2004). 한 

1981년 농어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된 

이후 그들의 업무수행  업 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윤순녕, 김 임  최정명, 1995) 국내에는 이

들 연구에 한 반 인 연구동향을 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보건진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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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주소를 재확인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보건진료소의 사업 방향에 

한 개선과 보완책을 찾고 향후 연구결과를 장실무에 

용시키는 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198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국내

에서 이루어진 보건진료원에 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

여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효율

인 보건진료원의 건강 리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198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발표된 

국내의 보건진료원 련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보건

진료원 련 연구의 경향을 악하고 보건진료원의 건강

리 재연구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

의 구체  목 을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 련 연구의 발표연도를 분석한다.

2) 보건진료원 련 연구의 연구출처를 분석한다.

3) 보건진료원 련 연구의 연구 유형을 분석한다.

4) 보건진료원 련 연구의 연구 상을 악한다.

5) 보건진료원 련 연구의 주요개념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표본(연구 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26년 6개월 

동안 간호학자, 의학자, 보건학자에 의해 연구된 보건진

료원과 보건진료소에 한 논문을 표본으로 하 다. 학

논문은 한간호 회와 국회도서 에 등록된 석, 박사 

학 논문을 상으로 조사하 다. 학회지 논문은 국내 

보건의료 련 검색엔진  가장 범 한 논문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건정보연구센터(www.richis. 

org), 한국학술정보(www.koreanstudies.net), 한국교

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에 등록된 국 학  

문 학의 학술논문집을 상으로 하 고 간호학회  간

호분과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목록을 상으로 하 다.

먼  보건진료원과 보건진료소라는 개념이 논문제목에 

나타난 논문들을 목록화한 뒤 논문원본을 찾아 해당개념

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분석하 고 학 논문과 학회지에 

복 게재된 경우에는 학 논문을 분석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총 109편의 논문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2. 연구 상 논문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알아보기 해서 연도별, 

연구설계별, 학회지별, 연구 상별, 주요개념별로 분석하

다. 분석기 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 5년 단 로 분석하 다.

• 연구설계별 : 양 연구와 질 연구로 분류하 으며 

다시 양 연구는 조사연구, 방법론  연구, 실험연구

로 구분하고 질 연구는 상학과 근거이론으로 구분

하 다.

• 학회지별 : 학 논문과 학술지논문으로 구분하고 게

재 학술지를 목록화하 으며, 학 논문은 석사와 박

사학 논문으로 분류하 다.

• 연구 상자별 : 분석 상 논문의 연구 상별로 분

석하 다.

• 개요개념별 :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주요개념별로 분

석하 다.

분석기 에 따라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을 확인하여 제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도별 빈도분석

보건진료원에 한 논문 편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1989년 31편(28.1%)과 2000～2004년에 31

편(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80～1984

년 20편(18.4%), 1990～1994년 13편(11.9%), 

1995～1999년 11편(10.01%),  2005～2006년 3편

(2.8%)의 순이었다<표 1>.

<표 1> 연도별 빈도분석

년도 빈도 %

1980～1984  20  18.4

1985～1989  31  28.4

1990～1994  13  11.9

1995～1999  11  10.1

2000～2004  31  28.4

2005～2006   3   2.8

계 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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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설계별 빈도 분석

년도
양 연구 질 연구

계(%)
조사연구 방법론 연구 실험연구 근거이론 상학

1980～1984 20  20( 18.4)

1985～1989 30 1  31( 28.4)

1990～1994 11 1 1  13( 11.9)

1995～1999  8 1 2  11( 10.1)

2000～2004 27 2 2  31( 28.4)

2005～2006  3    3(  2.8)

계(%)
99(90.8) 3(2.8) 4(3.7) 2(1.8) 1(0.9)

109(100.0)
106(97.2) 3(2.8)

<표 3> 학회지별 빈도분석

                               년도

학회지명

1980~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1999

2000~

2004

2005~

2006
계

학 논문 석사학 논문 10 9 6 3 14 1 43( 39.5)

박사학 논문  2 2 1  2  7(  6.5)

소계 50( 46.0)

학회지논문 한간호학회지 1 2 2  1 1  7(  6.5)

한간호  1 1  2(  1.8)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 1 3  4 16( 14.7)

한의료정보학회지  2  2(  1.8)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  1(  0.9)

보건학논집  1  1(  0.9)

앙의학  2 1  3(  2.8)

최신의학 1  1(  0.9)

한국농 의학회지  1 1  5 1  8(  7.4)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 1  1  3(  2.8)

간호학논문집 1  1(  0.9)

간호학논집 2  2(  1.8)

주보건 학논문집 1  1  2(  1.8)

김천과학 학논문집  1  1(  0.9)

동강 학논문집 1  1(  0.9)

남의 학술지 1 1  2(  1.8)

이화간호학회지 1  1(  0.9)

남의 잡지  1  1(  0.9)

북 학부속

간호 문 학논문집

 1  1(  0.9)

북의 논문집 1  1(  0.9)

제주한라 학논문집 1 1   2(  1.8)

소계  59( 54.0)

계 20(18.4) 31(28.4) 13(11.9) 11(10.1) 31(28.4) 3(2.8) 109(100.0)

2. 연구설계별 빈도분석

보건진료원에 한 논문 편수를 연구설계별로 살펴보

면, 조사연구가 99편(90.8%)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

구가 4편(3.7%), 방법론 연구가 3편(2.8%), 근거이

론 2편(1.8%), 상학 1편(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양 연구에서 조사연구

는 1985～1989년에 30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01～2004년 27편, 1980～1984년 20편, 1990～

1994년 11편, 1995～1999년 8편, 2005～2006년 3

편순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연구는 1990～1994년 1

편, 2000～2004년 2편이었다. 실험연구는 1985～

1989년 1편, 1995～1999년 1편, 2000～2004년 2편

이었다. 질 연구에서 근거이론은 1995～1999년 2편, 

상학은 1990～1994년 1편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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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상자별 빈도분석

년도 보건진료원

할 지역 주민

정보시스템

서류

( 결산서, 

보건사업, 

신상카드)

간호학생 계
주민 환자 보건요원

방문간호

상자

1980～1984 15 3 1 1  20( 18.4)

1985～1989 25 1 4 1  31( 28.4)

1990～1994  9 2 1 1  13( 11.9)

1995～1999  7 2* 2  11( 10.1)

2000～2004 17 8    2*,** 2 1 1  31( 28.4)

2005～2006  2 1*   3(  2.8)

계 75(68.9) 14(12.8) 5(4.6) 1(0.9) 4(3.7) 2(1.8) 6(5.5) 2(1.8) 109(100.0)

* 고 압   ** 염

3. 학회지별 빈도분석

보건진료원에 한 논문 편수를 먼  학 논문과 학회

지 논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 논문이 50편(46.0%)

이고 학회지 논문이 59편(54.0%)으로 나타났다. 석사

학 논문이 43편(39.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간

호학회지 16편(14.7%), 한국농 의학회지 8편(7.4%), 

박사학  7편(6.5%), 한간호학회지 7편(6.5%), 

앙의학 3편(2.8%),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편(2.8%), 

한간호 2편(1.8%), 한의료정보학회지 2편(1.8%), 

간호학 논집 2편(1.8%), 주보건 학논문집 2편

(1.8%), 남의 학술지 2편(1.8%), 제주한라 학논문

집 2편(1.8%),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편(0.9%), 

보건학논집 1편(0.9%), 최신의학 1편(0.9%), 간호학

논문집 1편(0.9%), 김천과학 학논문집 1편(0.9%), 

동강 학논문집 1편(0.9%), 이화간호학회지 1편

(0.9%), 남의 잡지 1편(0.9%), 북 학부속간호

문 학논문집 1편(0.9%), 북의 논문집 1편(0.9%)순

이었다<표 3>.

4. 연구 상자별 빈도 분석

보건진료원에 한 논문편수를 연구 상자별로 살펴보

면 보건진료원을 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75편(68.9%)

으로 가장 많았고 할지역 주민 상 논문이 14편

(12.8%), 서류( 결산서, 보건사업, 신상카드)를 분석

한 논문이 6편(5.5%), 환자(고 압환자, 염환자)를 

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5편(4.6%), 방문간호 상자 4

편(3.7%), 정보시스템 2편(1.8%), 간호학생 2편

(1.8%), 보건요원 1편(0.9%) 순으로 나타났다<표 4>.

5. 주요개념 분석

보건진료원에 한 논문 편수를 연구개념에 따라 살펴

보면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논문이 30편(27.5%)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 9편

(8.3%), 보건진료소 운 , 재정 논문이 8편(7.4%), 환

자 리사업 조사(고 압, 당뇨, 요실 ) 연구가 6편, 주

민들의 보건진료소에 한 태도, 이용양상 만족도 6편

(5.5%), 보건진료원 교육과정, 교육생 특성 5편(4.6%), 

보건진료소 방문간호사업 4편(3.7%), 주민의 건강상태 

건강행  조사 4편(3.7%), 역할인식과 업무수행 3편

(2.8%), 역할갈등, 스트 스 우울 3편(2.8%), 보건진

료원에 한 인식 3편(2.8%), 보수교육, 교육요구도, 

건강 련정보요구도 3편(2.8%), 근무환경, 이직률 3편

(2.8%), 산 로그램 사용실태 2편(1.8%), 산 리 

평가 1편(0.9%), 연지도활동 1편(0.9%), 지역사회 

지식 1편(0.9%), 보완 체요법 1편(0.9%), 보건진료

원 제도 운  평가 1편(0.9%), 환자의뢰 1편(0.9%), 

사고조사 1편(0.9%), 보건진료원과 병원간호사의 질  

간호 비교 1편(0.9%), 고 압 유병률 조사 1편

(0.9%), 고 압 환자의 생활습 , 지식, 자가행  조사 

1편(0.9%), 고 압 방  리사업 평가도구 개발 1

편(0.9%), 정보체계 계발 1편(0.9%), 정보시스템 분석 

1편(0.9%), 염 상자의 건강증진 로그램 1편

(0.9%), 방문간호사업모형개발  효과 분석 1편

(0.9%), 보건진료원의 역할정착 로그램의 모아건강

리의 효과 1편(0.9%), 보건진료원의 컴퓨터 소양 교육 

효과 1편(0.9%), 보건진료원의 실무에서 임 워먼트 1

편(0.9%), 보건진료원의 지역사회 몰입과정 1편

(0.9%), 농 주민과 함께 나  건강경험 1편(0.9%)순

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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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개념별 빈도분석

연구방법 주요개념 계

양 연구

조사연구 •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30( 27.5)

• 보건진료소 방문간호사업   4(  3.7)

• 보건진료소 운 , 재정   8(  7.4)

• 환자 리사업 조사(고 압, 당뇨, 요실 )   6(  5.5)

• 산 리 평가   1(  0.9)

• 연지도활동   1(  0.9)

• 직무만족도   9(  8.3)

• 역할인식과 업무수행   3(  2.8)

• 역할갈등, 스트 스, 우울   3(  2.8)

• 지역사회 지식   1(  0.9)

• 보완 체요법(지식, 태도, 활용정도)   1(  0.9)

• 보건진료원에 한 인식(간호학생 2, 보건요원 1)   3(  2.8)

• 산 로그램 사용실태   2(  1.8)

• 보건진료원 교육과정. 교육생 특성   5(  4.6)

• 보수교육, 교육요구도, 건강 련정보요구도   3(  2.8)

• 근무환경, 이직률   3(  2.8)

• 보건진료원 제도 운  평가   1(  0.9)

• 환자 의뢰   1(  0.9)

• 사고조사   1(  0.9)

• 보건진료원과 병원간호사의 질  간호 비교   1(  0.9)

• 주민들의 보건진료소에 한 태도, 이용양상, 만족도   6(  5.5)

• 고 압 유병률 조사   1(  0.9)

• 고 압 환자의 생활습 , 지식, 자가행 조사   1(  0.9)

• 주민의 건강상태, 건강행  조사   4(  3.7)

방법논 연구 • 고 압 방  리사업 평가도구개발   1(  0.9)

• 정보체계개발   1(  0.9)

• 정보시스템분석   1(  0.9)

실험연구 • 염 상자의 건강증진 로그램   1(  0.9)

• 방문간호사업모형개발  효과분석   1(  0.9)

• 보건진료원 역할정착 로그램이 모아건강 리의 효과   1(  0.9)

• 보건진료원의 컴퓨터 소양교육 효과   1(  0.9)

질 연구 근거이론 • 보건진료원 실무에서 임 워먼트   1(  0.9)

• 보건진료원의 지역사회 몰입과정   1(  0.9)

상학 • 농 주민과 함께 나  건강경험   1(  0.9)

계 109(100.0)

Ⅳ. 논    의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6년 6월 까지 간호학자, 

의학자, 보건학자에 의해 연구된 보건진료원에 한 논

문 총 109편을 분석하 다.

연도별 논문 편수는 1980～1984년 20편, 1985～

1989년 31편으로 1977년 시범사업을 거쳐 1981년부

터 정부의 계획 아래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 지역 안에

서 일차보건의료행 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보건

진료원을 배치한 창기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보건진료원을 배치한 후 보건진료원의 활동성과는 계속 

정 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김모임, 1991), 농

인구의 감소, 교통의 발달, 민간 의료기 의 확충, 생산

연령층의 유출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등의 변화된 보건

의료환경과 더불어 국제통화기 (IMF) 구제 융 이후의 

사회  변화로 인해 구조조정의 정책  과제 속에서 보

건진료소의 존재의 당 성  효율성 제고, 앞으로의 기

능에 한 논란이 두된(박 희 등, 2000) 후 2000～

2004년에 다시 31편으로 논문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논문의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90.8%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최경옥 등

(2000)이 한간호학회지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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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지만 다른 연구분석 논문에 비

해 조사연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정숙 등, 

2002: 양경미, 김순례  박재순, 2004, 최선혜 등, 

1998). 이는 처음 국내에서 보건진료원제도가 도입되어 

연구가 시작되어 재까지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역할 

인식 등 기 자료를 마련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간호연구는 창기 임상

찰을 시작으로 서술  연구, 횡단  연구, 후향  연

구, 향  연구, 실험연구의 발 과정을 거친다는 

Ryan(1983)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실험연구가 4편

(2.8%)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간호

학 발 을 해서 다양한 연구설계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보건진료소의 건강

리 로그램 재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통해 

보건진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한 방향 설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석사학 논문이 4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6편이었다. 앞

으로는 보건진료원에 한 박사학  논문도 활발하게 이

루어져 보건진료원의 건강 리 로그램에 한 심층 인 

고찰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실무간호의 

발 을 하여 보건진료원에 의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야 하겠다. 한 부분 간호학, 의학, 보건학 단독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들 학문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학, 복지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함께 하는 학제간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 상자는 보건진료원을 상으로 한 연구가 75편

(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주민 14편, 

련서류를 분석한 연구 6편, 할 지역의 환자 5편, 방

문간호 상자 4편 순이었다. 보건진료원은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농어 의 유일한 종합의료복지시설로서 가정

상담 등 고통 받는 농어  주민에게는 마음 놓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찾아가 돌

주는 농어  마을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김

성실, 2004). 그러므로 할지역 주민을 상으로 보건

진료원이 제공하는 직  진료나 보건교육, 의료서비스 

외에도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가족문제 해결 등에 

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연구의 주요개념은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30편

(27.5%)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만족도 9편(8.3%), 보

건진료소 운 , 재정 8편(7.4%)순이었다. 제도권내에서 

요구하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시 의 흐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요구변화와 지역의 건강요구의 실을 충족하기

엔 변화가 무 빠르나 업무분석에 한 축 된 연구결과

를 토 로 보건진료원의 업무 수행실태에 한 제도  고

려와 지역사회 건강요구 분석연구를 시도하여 주민의 건

강요구를 최 한 충족시킬 수 있는 업무개발이 필요하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수

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질병의 양상이 

변화되어 성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한 반면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통계청, 

2006)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만성질환 리와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고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보면 앞으로 보건진료원에 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건진료소

의 간호 재 로그램에 한 효과검증연구  타학문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

표된 보건진료원에 한 논문 109편을 상으로 연도별, 

연구설계별, 학회지별, 상자별, 주요개념별로 나 어서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에 한 논문 편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1989년 31편(28.1%)과 2000～2004년에 

31편(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8

0～1984년 20편, 1990～1994년 13편(11.9%), 

1995～1999년 11편(10.1%), 2005～2006년 3편

(2.8%)의 순이었다.

2. 연구설계별로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99편(90.8%)으

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가 4편(3.7%), 방법론 연

구가 3편(2.8%), 근거이론 2편(1.8%), 상학 1편

(0.9%)의 순이었다.

3.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석사학 논문이 43편(39.5%)으

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6편(14.7%), 

한국농 의학회지 8편(7.4%), 박사학  7편(6.5%), 

한간호학회지 7편(6.5%), 앙의학 3편(2.8%),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편(2.8%), 한간호, 한의료

정보학회지, 간호학논집, 주보건 학논문집, 남의

학술지, 제주한라 학논문집에 각각 2편씩, 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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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건강증진학회지, 보건학논집, 최신의학, 간호학논

문집, 김천과학 학논문집, 동강 학논문집, 이화간호

학회지, 남의 잡지, 북 학부속간호 문 학논문

집, 북의 논문집에 각각 1편순이었다.

4. 연구 상자별로 살펴보면 보건진료원을 상으로 연

구한 논문이 75편(68.9%)으로 가장 많았고 할지

역 주민 상 논문이 14편(12.8%), 서류( 결산서, 

보건사업, 신상카드)를 분석한 논문이 6편(5.5%), 

환자(고 압환자, 염환자)를 상으로 연구한 논

문이 5편(4.6%), 방문간호 상자 4편(3.7%), 정보

시스템 2편(1.8%), 간호학생 2편(1.8%), 보건요원 

1편(0.9%) 순으로 나타났다.

5. 연구개념에 따라 살펴보면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논

문이 30편(27.5%)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 9편(8.3%), 보건진료소 운

, 재정 논문이 8편(7.4%), 환자 리사업 조사(고

압, 당뇨, 요실 ) 연구가 6편(5.5%), 주민들의 

보건진료소에 한 태도, 이용양상 만족도 6편

(5.5%), 보건진료원 교육과정, 교육생 특성 5편

(4.6%), 보건진료소 방문간호사업 4편(3.7%), 주

민의 건강상태 건강행  조사 4편(3.7%), 역할인식

과 역할수행, 역할갈등, 스트 스 우울, 보건진료원에 

한 인식, 보수교육, 교육요구도, 건강 련정보요구

도, 근무환경, 이직률이 각각 3편씩, 산 리 평가, 

연지도활동, 지역사회 지식, 보완 체요법, 보건진

료원 제도 운  평가, 환자의뢰, 사고조사, 보건진료

원과 병원간호사의 질  간호 비교, 고 압 유병률 

조사, 고 압 환자의 생활습 , 지식, 자가행  조사, 

고 압 방  리사업 평가도구 개발, 정보체계 

계발, 정보시스템 분석, 염 상자의 건강증진 

로그램, 방문간호사업모형개발  효과 분석, 보건

진료원의 역할정착 로그램의 모아건강 리의 효과, 

보건진료원의 컴퓨터 소양 교육 효과, 보건진료원의 

실무에서 임 워먼트, 보건진료원의 지역사회 몰입과

정, 농 주민과 함께 나  건강경험 각각 1편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보건진료소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2.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건강 리 로그램에 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로

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3. 다양한 할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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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rends in Nursing Research on 

Community Nurse Practitioners

as Reported in Korea 

from 1980 to 2006

Jang, Hee Jung*․Park, Kyung Min**

Kang, Young M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on Community 

Nurse Practitioners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on Community 

Nurse Practitioners. Method: A total of 109 

studies published from 1980 to 2006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design, journal type, subject type, and 

major study concepts. Results: 1)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Community Nurse 

Practitioners increased by 28.4% from 1985 to 

1989, and also by 28.4% from 2000 to 2004. 2)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design in the 

studies was a descriptive study design (90.8%). 

3) There were 43 master's theses on Community 

Nurse Practitioners, and 16 studies in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4) The 

most frequent participants were Community 

Nurse Practitioners (68.9%). 5) The most 

frequent major study concept was job analysis of 

Community Nurse Practitioner programs (27.5%).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more studies on Community Nurse Practi- 

tioner programs in the future and, particularly, 

experimental studies to exam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on health promotion by Community 

Nurse Practitioners are considered necessary.

Key words : Nurse practitioners, Tr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