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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

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Whitaker & Baranski, 2001). 우리

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

장에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1-2명 배치

하도록 정하고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1). 보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

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관리기사, 기타 관련학

과 졸업자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사

업장에 배치된 전임 보건관리자 중 간호사는 2,294명으로 6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대기환경

관리기사가 834명으로 23.4%에 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Kim & Jang, 2011).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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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사업장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증진시키기 위

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을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제공하여 사업장 공동체의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이루고

자 활동하고 있다(Whitaker & Baranski, 2001).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

가 1,37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대부분의 근로자가 한 가정의 가장임

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간호사의 역

할은 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 국가적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도별 사업장 내 간호사의 고용현황을 보

면, 2005년의 경우 산업간호사는 총 1,168명으로 전체 자체선임 보

건관리자의 50.7%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 1,222명으로 53.1%, 

2008년에 1,497명으로 54.3%, 2010년에는 2,294명으로 전체 자체선

임 보건관리자의 64.5%를 자치하는 등(Kim & Jang, 2011) 매년 산업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간호사에 대한 사업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

업장의 보건관리 중점분야가 달라질 수 있는데, Won 등(2008)의 조

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는 건강관리분야에,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작업환경관리분야에 강점이 있었으며, 대기환경관리기사는 산업

보건업무 수행 비중이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관리기

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자로서(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11), 

198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제도의 

미흡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체된 인력이다. 대체인력으로 산업보건

업무에 투입된 대기환경관리기사는 2010년 현재 전임 보건관리자

의 23.4%로 사업장 보건관리인력 중 간호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보건의 주요인력이 되었다(Kim & Jang, 2011).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 건강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력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

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 전문가의 고용

은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바, 고용비용 대비 산업보건활동 효과

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여 근로자 개인적 측면에게 뿐만 

아니라 사업장 조직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보건관리인력을 선택하

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관리자 선임의 효과

를 평가하는 국내 연구는 있었으나(Jung et al., 2008) 사업장 내 간호

사 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진 바 없

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를 보건관리자로 자

체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의 자격별 고용과 

활동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대기환경관리기사 

대비 간호사 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구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의 보건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다. 

둘째,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의 보건관리 활동으로 발생하

는 편익을 산출한다. 

셋째,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의 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비

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대기환경관리기사 대비 간호사의 산업

보건활동에 대한 경제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주가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을 고용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내 간호사의 활동을 화폐로 금액화함으로

써 간호사의 활동가치를 구체화하고 일반인들에게 간호사의 활동

가치를 이해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을 

개선하는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장 보건관리

활동의 경제성을 입증함으로써 사업주가 보건관리활동에 적극적

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업장 내 자체선임되어 있는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

기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보건활동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대기환경관리기사 대비 간호사의 경제적 효과를 구

명하기 위한 후향적-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진행은 C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CUMC10U0100)을 받아 이루어졌다.

2010년 현재 전국 사업장 중 보건관리자가 1인 위촉되어있는 사

업장 중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를 보건관리자로 자체선임하

고 있는 954개소의 사업장의 명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하여, 

사업장의 업종(제조업, 비제조업)과 규모(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300인 이상)를 기준으로 층화한 후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의 

자체선임비율을 고려하여 총 150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로 표출

하였다. 사업장에 따라 상이한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의 보건관리자

가 선임되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보건관리활동의 

비용-편익을 자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보건관리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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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였다.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와 유선 통화를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설문참여에 서면동의한 134개 사업장에 설문지

를 송부하였다.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

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사업장은 111개소

이었고, 설문 응답률 은 82.8%이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억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명세서, 보건관리사업 결산서, 작업

일지, 건축물 대장 등 일차자료를 근거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

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업장 중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

하고 있는 사업장이 80개소, 대기환경관리기사를 보건관리자로 선

임하고 있는 사업장이 31개소이었다. 대기환경관리기사 선임사업

장이 간호사 선임사업장에 비하여 적게 표출된 것은 연구 대상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건관리자로 자

체선임되어 있는 대기환경관리기사의 명단을 받아 본 연구원이 유

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많은 수의 대기환경관리기사는 본인

이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조사에 응하기를 

거부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는 보건관리자의 일반적 사항, 사업

장의 특성, 산업보건사업 비용, 산업보건사업 편익 부분으로 구성

되었다. 

보건관리자의 일반적 사항으로 성, 연령, 사업장 보건관리 경력, 

직위, 자격, 고용형태, 업무형태, 보건관리업무 수행시간, 건강관리실 

유무를 조사하였다. 사업장 특성으로는 업종과 규모를 조사하였다. 

산업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을 산출하기 위

하여 조사된 설문항목은, 보건관리자의 연간 총 급여, 외부 직무교

육 참여 및 협회 가입시 회사에서 보조해 준 비용, 건강관리실의 넓

이 및 건축년도,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 보호구 구입 등 보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건강관리 및 작

업환경관리 활동 실적,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자(업무상 질병자 

포함) 및 공상자수 등이다. 

4. 연구의 기본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기법은 비용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며 분석기준 년도는 2009년이다.

비용은 경상비용, 자본비용,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였는데, 경상비

용은 사업장 보건관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건

비, 교육훈련비, 외부기관 가입비, 의약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전

산 프로그램 구입비, 기타 장비 및 비품 구입비, 건강관리실 운영비, 

보건교육 개발비, 보건교육 운영비, 외부강사 초빙비, 건강증진 사업

비, 외부전문가 자문비를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자본비용은 시설 

등의 고정자본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리

실의 건물건축비, 대지구입비를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간접비는 보

건관리 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근로자들이 건강상담시 

소요되는 기회비용과 보건교육 참여시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금액

으로 산출하였다.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누었다. 직접편익은 사업장

에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보건관리 사업이 행해지지 않았다면 추

가로 지출되었을 근로자의 진료비용,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비용, 보

건교육 비용, 작업환경관리 비용 등을 포함하였고, 간접편익에는 

보건관리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을 방문하

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시간비용 및 교통비용과 작업환경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분석시 

이용되는 편익의 내용은 정책결정단위에 속하는 구성원의 편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Yoo, Won, Song, & Roh, 200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직접적 구성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익에 대한 내용만

을 고려하였고, 사회적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정확한 자료

가 없는 한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비용-편익 분석의 일반적 원칙이

기도 하다(Luce & Simpson, 1995).  

본 연구의 결정 지표로는 편익-비용비를 보았는데, 편익-비용비

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로서 제도의 총 편

익을 투입된 총 비용으로 나눈 값, 즉 단위 비용당 편익을 의미한다.

5. 분석 방법

보건사업의 평가대상 중 효율은 사업의 결과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원의 비교를 통해 측정되며, 효율에 대한 평가 방

법의 하나로 비용-편익분석이 있다(Brent, 2007). 비용-편익분석은 

효과가 다른 사업을 비교하기 쉽고, 비전문인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

점을 가지는 바(Yoo et al., 2001)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을 평가 방

법으로 채택하였다.  

1) 비용의 계산

(1) 경상비용

보건관리자의 인건비는 2009년 한해 동안 지급된 급여 중 성과

금,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전담 보건관리자

는 지급된 비용을 그대로 분석에 적용하였고, 겸직일 경우에는 타

업무 수행시간과 보건관리 업무 수행시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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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계산하였다. 겸직이나 보건관리 업무 수행시간을 기입하지 않

은 경우에는 겸직인 보건관리자의 평균 보건관리 업무 수행시간인 

16시간을 적용하였다. 또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비용도 추계하였는데, 산재보험은 제조업 사업장과 

비제조업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각 업종별 평균 산재보험요율을 적

용하였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요율(규모별 

0.7-1.3%)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5.33%로 추계하였다. 

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비와 외부기관 가입비, 건강관리실 운영

비(의약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기타 장비 

및 비품 구입비) 및 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용비(보건교육 개발비, 보

건교육 운영비, 외부강사 초빙비, 건강증진 사업비, 외부전문가 자

문비)를 모두 조사하여 비용으로 산출하였다.

(2) 자본비용

건강관리실의 건물건축비는 건축년도와 건축비용을 기초로 하

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다. 건축비는 고정 자산 

평가 방법에 의하여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추정, 

잔존가치를 건축비의 10%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추계하였다

(Jung et al., 2008). 건축비용의 취득원가 기준은 2008년 한국감정원

의 표준신축단가표 중에서 공장의 최저비용(㎡당 335,000원)을 참

고로 산정하였다(Korean Appraisal Board, 2008). 2008년 이전에 건축

된 건강관리실의 경우 비용이 과다 추계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건강

관리실이 건축된 년도로 비용을 가치화하였고, 이 건축 비용은 다

시 2009년 소비자 물가지수(102.8)를 이용하여 현재 가치화하였다.

대지구입비는 ㎡당 가격과 건강관리실의 넓이를 곱한 다음 2009

년도 1년간의 기회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 대지의 ㎡

당 가격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싸이트

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의 소재지를 참고로 구하였다. 만약 

건강관리실이 독립적으로 있다면 현재의 넓이 그대로를, 겸용인 경

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공간인 3.3㎡를 적용하였

고, 건강관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1년간의 기

회 비용은 2009년 자유 저축예금의 연평균 금리 0.5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 간접비용

간접비용은 근로자들이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시 발생하는 기회

비용으로 근로자가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활

동을 하였을 때 생산해 낼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상담 소요

시간은 30분, 보건교육 참여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였고, 2009년 4

분기 근로자 월 평균 임금(2,806,000원)을 월간 평균 근로시간(181.9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15,426원)을 계산하였다. 

2) 편익의 계산

(1) 직접 편익

직접편익으로는 보건관리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절감된 근로자

의 진료비용, 보건교육 비용,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비용, 작업환경

관리비용을 포함하였다.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일차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소비하게 되는 진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가 2009년 한해동안 실시한 산재·

공상·업무상질병 근로자의 처치 및 상담, 일반질환자 투약 및 처치,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 등 일차의료 실시 건수에 2009년 의원급 의

료기관 건당진료비(18,147원)을 적용하였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수준의 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한 처치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의원

급 의료기관 진료비를 적용하였다. 다만, 일차진료가 필요하다고 하

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

건관리자의 일차의료 실시 건수의 76%를 실제 의료기관 방문건수

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반인의 의료미충족 경험율이 

24%에 이르기 때문이다(Hu, Kim, Lee, & Kim, 2009). 

보건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은 보건교육 결과 교육을 받은 근

로자의 질병발생이 10%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하였다. 이

는 보건교육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10.8%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한 Song (2010)의 연구를 감안하여 최소 감소율을 책정한 것이

다. 보건교육으로 인한 편익은 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한해

동안 발생한 산재·공상·업무상 질병자수의 10%에 해당하는 근로

자수에 2009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872,871

원)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작업관련성질환 예방과 작업환경관리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실시한 경우 비용이 절감되므로 이를 편익으로 

산출하였는데, 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사업장의 평균 위탁비용에 

직접 실시 건수를 곱하여 편익을 산출하였다. 

(2) 간접 편익

보건관리자를 고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으로서, 

근로자의 의료기관과 보건교육기관 방문비용 절감분을 포함하였

다. 근로자의 의료기관 방문비용 절감분을 산정할 때 치료 미실시

율을 고려하여(Hu et al., 2009) 보건관리자에게 일차의료를 받은 근

로자의 76%만이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시간비용은 의료기관 이용 소요시간을 1시간 30분(의료기관까

지 왕복이동시간 1시간, 대기 및 진료시간 30분), 보건교육은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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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여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15,426

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문헌에 따르면 일차의료기관이 영

향을 미치는 거리는 최대 30분으로 책정하고 있는 바(Cromley & 

McLafferty, 2012), 본 연구에서 의료기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을 30분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의 주 평균 

진료시간(50.1시간)과 의사 1인당 일평균 외래환자수(53.6명), 주 5.5

일 진료를 감안하여(Im, Choi, Lim, Seo, & Park, 2012) 평균 진료시간

을 10분으로 책정하였고, 의원급에서 환자 대기시간에 대하여 조사

된 근거자료가 부재하여 종합병원 외래 진료 대기시간(28.3분)(Ko, 

2010) 보다 짧은 20분을 진료 대기시간으로 책정하였다. 

교통비용 절감분으로는 이동수단을 버스로 가정하였다. 이는 최

소 추계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 버스 기본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지역 기본요금을 일괄적용하여 1,100원을 적용하여 왕

복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작업환경관리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작업환

경개선편익을 포함하였다. Chang, Kim, Park과 Kim (2007)은 작업환

경개선을 통해 기존 산재자의 1%가 감소하였음을 보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2009년 한해동안 발생한 산재자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수에 2009년 근로자 1인당 산재보험급여액

(13,912,462원)을 곱하여 편익분을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1. 보건관리자의 자격별 일반적 특성 및 보건관리활동 실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보건관리활동 실태는 Table 1과 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Practice of the Participants ( N =111)

Classification Categories

Occupational health manager
Total

Nurse (n=80)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ing engineer (n=31)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0 (100.0)
80 (100.0)

25 (80.7)
 6 (19.4)

25 (22.5)
86 (77.5)

Age (year) 38.58±12.45 39.39±9.01 38.81±11.55

Health manager’s career (year) 7.74±7.19 8.45±6.02 7.94±6.86

Position Member
Manager, chief, head
Above the head

55 (68.8)
14 (17.5)
11 (13.8)

 7 (23.3)
15 (50.0)
 8 (26.7)

62 (55.9)
29 (26.1)
19 (17.1)

Employment status Standard worker
Nonstandard worker

57 (71.3)
23 (28.7)

31 (100.0)
 0 (0.0)

88 (79.3)
23 (20.7)

Form of working Full charge
Concurrent position

52 (65.0)
28 (35.0)

 4 (12.9)
27 (87.1)

56 (49.5)
55 (49.5)

Time performing healthcare work (hr) Full charge
Concurrent position

39.53±7.13
16.96±13.82

40.00±0.00
14.86±14.95

39.56±6.92
15.96±14.25

Type of industry Manufacturing
Non-manufacturing

41 (51.2)
39 (48.8)

15 (48.4))
16 (51.6)

56 (50.5)
55 (49.5)

Size of enterprise Less than 300 employees
300 or more employees

36 (45.0)
44 (55.0)

13 (41.9)
18 (58.1)

49 (44.1)
62 (55.9)

Existence of Healthcare office Independent office
Used by two or more
None

69 (86.3)
 6 (7.5)
 5 (6.3)

 8 (25.8)
 5 (16.1)
18 (58.1)

 77 (69.4)
 11 (9.9)
 23 (20.7)

No.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s 
(person/yr)

1.79±4.07 1.59±3.15 1.73±3.81

No. of health consultations (case/yr) 2,369.15±221.46 163.58±46.23 1,753.18±246.26

Execution of health education Yes
No

69 (86.3)
11 (13.7)

25 (80.6)
 6 (19.4)

94 (84.7)
17 (15.3)

Direct implemention by healthcare 
manager 

Survey of harmful factor in musculoskeletal disease
Prevention program for musculoskeletal disease
Management program for job stress 
Management for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of topical air exhauster
Improvement in work environment

45 (61.6)
44 (60.3)
30 (40.5)
21 (28.4)
5 (6.8)

26 (35.6)

15 (48.4)
15 (48.4)
10 (32.3)
15 (48.4)
10 (32.3)
17 (54.8)

60 (54.1)
59 (53.2)
40 (36.0)
36 (32.4)
15 (13.5)
4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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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모두 여성인 반면,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는 80.7%(25명)가 남성이었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평균 연령은 38.58 ± 12.45세로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의 

평균 연령(39.39세)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관리자로서

의 경력은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가 평균 8.45±6.02년으

로 간호사인 보건관리자(M=7.74세) 보다 길었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직위는 사원인 경우가 68.8%(55명)로 가

장 많았으나,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는 대리, 주임, 계장급

이 50.0%(15명)로 가장 많았고 과장급 이상인 경우도 26.7%(8명)이

었다.  

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

리자는 모두 정규직인 것에 반해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71.3%(57

명)가 정규직이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대기환경기사의 업무형태와 업무형태

별 보건관리수행시간을 조사하였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보건

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65.0%(52명)이었으나, 대

기환경관리가사인 보건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87.1%(27명)이었다. 보건관리 수행시간으로는, 보건관리를 전담하

는 경우는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 모두 주 평균 보건관리 수행

시간이 약 40시간으로 나타났고, 보건관리를 겸직하는 간호사의 경

우 주 평균 보건관리 수행시간이 16.96±13.82시간으로 대기환경관

리기사(M=14.86시간)에 비하여 길었다. 

연구 대상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를 살펴보면, 

자격별로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인 보건관

리자는 제조업에 51.2%(41명), 대규모 사업장에 55.0%(44명) 종사하

고 있었고,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는 비제조업에 51.6%(16

명), 대규모 사업장에 58.1%(18명)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건강관리

실을 독립공간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86.3%(69명)이었으나, 대기환

경관리기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은 25.8%(8명)만이 건강관리실

을 독립공간으로 두고 있었다. 

2009년 한해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업무상 질병자 

포함) 및 공상자를 살펴보면,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

는 사업장에서는 평균 1.79±4.07명이 발생하였고, 대기환경관리기

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평균 1.59±3.15명이 발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격별 보건관리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년간 평균 질병처치 및 상담건수는 2,369.15±221.46건이었으나 대

기환경관리기사는 평균 163.58±46.23건에 불과하였다. 직접 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는 86.3%(69명), 대기환경관리기사는 

80.6%(25명)이었다.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과 작업환경관리활동

을 보건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비율을 보건관리자 자격별로 비교

해 보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작업관련성질환 관리활동의 

경우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비율이 각각 61.6%(45

명), 60.3%(44명), 40.5%(30명)로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의 

직접 실시율(각각 48.4%(15명), 48.4%(15명), 32.3%(10명))에 비하여 더 

높았다. 반면, 화학물질관리, 국소배기장치관리, 작업환경개선과 같

은 작업환경관리활동은 대기환경관리기사의 직접실시율(각각 

48.4%(15명), 32.3%(10명), 54.8%(17명))이 간호사 직접실시율(각각 

28.4%(21명), 6.8%(5명), 35.6%(26명))보다 더 높았다. 

2. 보건관리자 자격별 산업보건 활동의 비용-편익 분석

1) 비용 분석

사업장 보건관리에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보건관리자 자격별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보건관리자로 간호사를 선임하고 있

는 사업장의 경우 2009년 한해 동안 소요한 보건관리 활동비용이 

총 32억 4,778만원으로 1개 사업장당 평균 4,060만원으로 나타났

다. 반면, 대기환경관리기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은 년간 총 10

억 2,389만원을 소요하여 1개 사업장당 평균 3,303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 사업장당 평균 소요비용을 비교하면, 간

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의 보건활동비용이 더 

높았다. 

2) 편익 분석

보건관리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2009년 한해동안 발생한 총 편익

을 보건관리자 자격별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접 편익은 34억 267만원, 

간접 편익은 41억 693만원으로 총 75억 960만원이었으며, 1개 사업

장 평균 편익은 9,387만원이었다. 대기환경관리기사가 보건관리자

로 있는 사업장의 직접 편익은 6억 346만원, 간접 편익은 3억 158만

원으로 총 9억 504만원이었고, 1개 사업장 평균 편익은 2,919만원으

로 나타났다. 1개 사업장당 평균 편익을 비교하면, 간호사가 보건관

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활동 편익이 더 많았다.

3) 편익-비용비 

보건관리자의 보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총 편익에서 총 비

용을 제외한 순 편익과 편익-비용 비를 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사업장의 순 편익은 2009년 한해동안 42

억 6,182만원으로, 1개 사업장당 평균 5,327만원의 순 편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환경관리기사가 보건관리자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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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총 순 편익이 -1억 1,885만원으로, 1개 사업장당 평균 

-383만원의 순 편익을 기록하여 투입된 비용이 편익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업의 투입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큰 경우 편익-비용비는 1

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사업장의 경우 편

익-비용비가 2.31인 반면, 대기환경관리기사가 보건관리자인 사업

장의 경우는 편익-비용비가 0.88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인 보건

관리자의 고용은 투입비용 대비 2.31배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의 고용은 투입비용 대비 0.88배의 

편익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Costs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 N =111)

Classifications Categories
Nurse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ing engineer

Total amount (￦) Amount per one 
workplace (￦) Total amount (￦) Amount per one 

workplace (￦)

Ordinary expenses Labor costs(including 4 major insurances)
Costs in education and training
Costs in joining organization
Costs in buying medical supplies
Costs in buying expendable supplies
Costs in buying computational program
Costs in buying other equipment
Cost in operating healthcare office
Costs in materials for health education
Costs in operating health education
Cost in inviting lecturers
Cost in health promotion program
Cost in consulting professional
Subtotal

1,871,971,187
15,470,000
7,020,000

330,558,747
83,252,188
5,000,000

40,407,050
60,940,000
1,500,000
1,900,000

14,100,000
33,900,000
7,000,000

2,473,019,172

23,399,639.84
193,375.00 
87,750.00 

4,131,984.34 
1,040,652.35 

62,500.00 
505,088.13 
761,750.00 
18,750.00 
23,750.00 

176,250.00 
423,750.00 
87,500.00 

30,912,739.66

630,625,671
6,870,000
5,620,000

68,403,600
29,100,000
5,000,000

14,200,000
16,600,000
1,300,000

10,400,000
1,700,000

15,000,000
1,000,000

805,819,271

20,342,763.58
221,612.90 
181,290.32 

2,206,567.74 
938,709.68 
161,290.32 
458,064.52 
535,483.87 
41,935.48 

335,483.87 
54,838.71 

483,870.97 
32,258.06 

25,994,170.02

Capital cost Cost of building
Cost of land
Subtotal

170,575,066
98,797,516

269,372,582

2,132,188.33 
1,234,968.95 
3,367,157.28 

37,547,308
5,555,708

43,103,016

1,211,203.48 
179,216.39 

1,390,419.87 

Overhead cost Opportunity costs in health consultation
Opportunity costs in health education
Subtotal

114,260,382
391,126,230
505,386,612

1,428,254.78 
4,889,077.88 
6,317,332.66 

3,247,173
171,722,222
174,969,395

104,747.52 
5,539,426.52 
5,644,174.04 

Total 3,247,778,366 40,597,229.60 1,023,891,682 33,028,763.93 

Table 3. Benefits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 N =111)

Classifications Categories
Nurse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ing engineer

Total amount (￦) Amount per one 
workplace (￦) Total amount (￦) Amount per one           

workplace (￦)

Direct benefit Healthcare benefit
Health education benefit
Prevention of work related disease
Management of work environment
Subtotal

2,613,972,275
18,941,301

339,120,227
430,634,416

3,402,668,219

32,674,653.44
236,766.27

4,239,002.84 
5,382,930.20 

42,533,352.75

69,937,812
7,943,126

117,568,576
408,009,827
603,459,341

2,256,058.46
256,229.87

3,792,534.71 
13,161,607.32 
19,466,430.36

Indirect benefit Time cost in healthcare
Transportation cost in healthcare
Time cost in health education
Transportation cost in health education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Subtotal

3,333,041,520
316,897,504
390,817,710
55,737,000
10,434,347

4,106,928,081

41,663,019.00
3,961,218.80
4,885,221.38 

696,712.50
130,429.34

51,336,601.02

89,176,780
8,478,712

171,413,712
24,446,400
8,069,228

301,584,832

2,876,670.32
273,506.84

5,529,474.58 
788,593.55
260,297.68

9,728,542.97

Total 7,509,596,300 93,869,953.77 905,044,173 29,194,973.33

Table 4. Benefit-Cost Ratios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lassifications
Nurse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ing engineer

Total amount (￦) Amount per one workplace (￦) Total amount (￦) Amount per one workplace (￦)

Total cost (A) 3,247,778,366 40,597,229.58 1,023,891,682 33,028,763.94 

Total benefit (B) 7,509,596,300 93,869,953.77 905,044,173 29,194,973.33

Net benefit (B-A) 4,261,817,934 53,272,724.19 -118,847,509 -3,833,790.61

Benefit-cost ratio (B/A) 2.31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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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도 분석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에 대한 일정한 가정이 불가

피하다. 이러한 가정치가 달라지는 경우 추정결과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근로자 진료비용 절감분 계

산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대신 2009년 약국(직접조재) 건당

요양급여비용(6,152원)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보건관리자가 간호

사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활동에 대한 편익-비용비는 1.78로 의원

급 의료기관 진료비 기준(2.31)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낮았고, 보건

관리자가 대기환경관리기사인 사업장 또한 0.84로 의원급 의료기

관 진료비 기준(0.88)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

로는, 보건교육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10%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대

신 5%일 때와 15%일 때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보건관리자가 간호

사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활동 편익-비용비는 5% 기준으로 하였

을 때 2.31, 15%기준으로 하였을 때 2.32로 큰 변화가 없었고, 보건관

리자가 대기환경관리기사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활동 편익-비용

비가 5% 기준으로 하였을 때 0.88, 15% 기준으로 하였을 때 0.89로 나

타났다. 

즉, 진료비용 절감분과 보건교육으로 질병발생 감소 편익이 변한

다 하더라도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고용은 투입비용 대비 높은 편

익을 얻을 수 있고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의 고용은 편익

보다 투입비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었다. 

논 의

사업장 근로자는 다양한 질환에 이완되어 있으나 시간적·지리

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다(Yoo 

et al., 200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과 건강간의 통합적 관점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와 업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을 법적으로 의무

화하고 있다. 보건관리자는 건강증진서비스를 비롯하여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 질병관리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Hong et al., 1997), 이러한 서비스의 양과 질은 보건관리자

의 자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 바(Lee, Roh, Kim, & Ahn, 1995; Won et 

al., 2008) 보건관리자 자격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Jung, Kim, Lee, Yun, & Hwang, 2010).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것에 앞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

로자 건강관리에 효율적인 보건관리자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별 산업보건활동의 경

제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간호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를 보건관리자

로 자체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의 자격별 활

동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대기환경관리기사 대

비 간호사의 경제적 효과를 구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활동 투입비용 대비 

2.31배의 편익을 가져오는 반면,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

는 편익보다 투입비용이 더 많은 것(편익-비용비 0.88)으로 나타났

다. 즉, 간호사는 대기환경관리기사에 비하여 타 업무와의 겸직비

율이 낮아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나, 산

업보건업무로 인한 효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간호사의 활동으로 인

한 편익이 대기환경관리기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 서비스의 경제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가 제시되었다. 간호 서비스는 직장으로의 빠른 복귀를 통해 근로

자 임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대상자에게 직접적이 편익을 준

다(Spetz, 2005). Chenoweth, Martin, Pankovski와 Raymond (2005)는 

연구를 통해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를 보건관리자로 두었

을 때 연간 보건의료비용 절감액이 $1,313,756로 편익-비용비가 15

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간호 서비스는 겸직이나 위탁하는 것보다 

사업장 내 전담인력으로 제공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

가 있다. Davidson, Widtfeldt와 Bey (1992)는 외부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것보다 사업장 내에 산업보건 간호사를 두는 것이 비용

을 더 줄 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고, Childre (1997)는 산업보건

간호사가 사업장 내에서 전담으로 보건관리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 

건강관련 비용이 유의하게 절감됨을 보고하였다. Chenoweth와 

Garrett (2006)은 사업장 내에 건강관리실을 두었을 경우와 사업장 

내에 건강관리실이 없어서 사업장 외부의 자원을 통해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를 받는 경우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사업장 내에 건강관리실을 둔 경우가 2-3배 정도 비용 효과적이라

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Jung 등

(2008)의 연구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전임일 때의 편익-비용비는 

2.31, 보건관리자가 겸임일 때 편익-비용비는 1.55임을 밝혔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에 비

하여 편익-비용비가 높은 것은 간호사의 산업보건활동 투입비용

은 높지만 편익의 발생이 훨씬 많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간호

사와 대기환경관리기사의 편익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근로자 건

강관리실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하여 진료비용 절감과 근

로자의 시간 및 교통비 절감분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진료비용 절감분 산정시 적용된 건강보험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근로자가 보건관리자의 건

강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

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국 이용을 가

정하여 편익을 재계산하였으나, 자격별 편익의 격차에는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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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한편, 간호사에 비하여 대기환경관리기사의 산업보건활동 

비용이 적게 추계된 것은 다음의 세가지 이유에서 그 가능성을 찾

아 볼 수 있다. 첫째, 대기환경관리기사는 간호사에 비하여 평균 연

령이 높고, 보건관리자 경력도 길며 직책 또한 높지만, 겸직의 비율

이 높고 실제 근무시간의 약 ⅓ 가량만을 산업보건활동에 투여하

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추계되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간호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고 있는 사업장만이 건강관리실을 두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

지기 때문에 대기환경관리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건강

관리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물건축비, 대지구입비 등 자본비용

이 적게 추계되었다. 셋째, 대기환경관리기사의 건강관리 건수가 1

명당 한해 평균 약 164건에 불과해, 건강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

로자의 기회비용이 적게 추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활동이 비용-효과적임

이 밝혀진 바, 이들의 보건관리 활동을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적절

한 고용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산업간호사의 

고용조건이 열악하다는 보고가 있고(Kim, Cho, Chun, & Jeong, 

1996; Kim, Kim, Kim, Lee, & Kim, 2007), 본 연구에서도 대기환경관

리기사에 비하여 간호사의 직위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이 드

러났다. 열악한 고용조건은 간호사의 조직 헌신도에 영향을 미치고

(Rhee, Lee, Allen, & Cho, 1998) 직장이직의 욕구를 높여(Lee, 2008) 

소홀한 사업장 보건관리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간호사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정규직 산업간호사 고

용 사업장에 대한 해택부여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

간호사의 고용안정이 생산성에 직결됨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

이 자발적으로 고용안정화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또

한, 간호협회와 학회는 산업간호사 고용안정 우수사업장을 발굴, 

홍보하고 연구를 통해 산업간호사의 적절한 급여수준을 제시하여 

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대기환경관리기사의 경우 보건관리활동에 있어서 

비용이 편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고용이 사업주 

입장에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건관리 이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경제성 분석의 결과는 보건관리활동에만 국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5.3%, 대

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의 3.5%를 표본 추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며, 사업장 일차자료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안내하긴 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 

기억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조사이기 때문

에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제한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간호사의 산업보건활동

에 대한 경제성 분석연구로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

다. 향후 결론의 일반화를 위하여 대표성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확한 자료의 확보를 위

하여 개선된 조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규로 보건관리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 전후 

근로자 건강수준 개선(산재자수 감소, 질환 유소견자수 감소, 병가

자수 감소, 결근자수 감소, 진료비 감소), 근로환경개선(이직자 감소, 

근로자 만족도 증가), 생산성 향상(매출액 증가) 등을 비교함으로써 

보건관리활동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시행될 수 있다. 

결 론

최근 보건의료기술의 향상, 보건의료에 대한 노사 인식 수준 향

상, 근로자의 삶의 질 추구 요구 증가 등 산업보건환경 변화로 인하

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효과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전략 중 하나로서 보건의료자격별 산업

보건활동의 경제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장 내 간호사의 보건관리활동에 대한 경

제적 효과를 대기환경관리기사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한 결과, 간호

사인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활동 투입비용 대비 2.31배의 편익을 

가져오지만 대기환경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는 편익보다 투입비용

이 더 많은 것(편익-비용비 0.88)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보건비용

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가 효과적인 인력임을 의미한다. 

사업장 내 간호사 활동의 비용효과 측면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주

가 양질의 보건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 보건의료인력으

로서 간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로서 비용효과적인 간호사의 활동을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고용조

건 개선 및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간호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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