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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경상북도 G시의 지역주민 409명을 대상으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건강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9명의 대상자 중 보건소를 이용
한 경험이 있는 284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료에 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
료, 검사, 예방접종 등 모든 분야에서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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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ivided 409 local residents in G city of Gyeongsangbuk-do into urban area and 
rural area, and analyzed the satisfaction with using public health cent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4 people who had experience using public health centers among 409 people. In rural areas, 
satisfaction with general care, oriental care, dental care,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and 
vaccination was low.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rove facilities so that smooth 
public health services can be provided to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health care 
policies to resolve medical inequality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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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82년 의료
전달 체계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시작으로 시행되
었으며, 이후 1990년대에는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
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하였다[1,2]. 2000

년대 이후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및 현
황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보건소의 비
전을 고려한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3].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질환 등
의 증가와 같은 질병 양상의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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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수요 및 의료 이용도는 증
가하고 있다[4-6].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다양해지고 보건의료 환
경이 변화되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7-9]. 이
와 같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사회
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평생건강관
리 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10,11].

하지만 보건소의 보건의료 환경은 제한된 지역사회의 
보건인력과 예산, 시설 등 부족한 보건의료자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를 충족시켜야 
하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지역 및 소득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지역보건의료의 현안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12-14].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실무자만이 계획하고 보건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립에 참여시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이 실제 보건의료사업에 다양
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 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 분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
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하며, 또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으로 구분하여 보건소 이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지역보건의료의 건강격차를 감소시
키기 위한 방안마련에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경상북도 G시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
로 작성하게 하였다. 지역주민의 거주 지역에 따라 도심
지역은 원도심과 혁신도시로 분류하고, 농촌지역인 면단
위는 권역별로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구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435명 
중 부적절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이용경험이 있는 

284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료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시
행하였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등으

로 작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소 이용횟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과 관련된 동기를 분석하
기 위하여 2문항, 보건소 이용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
여 6문항, 지역주민 대상 필요한 건강관리 사업을 분석하
기 위하여 8문항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을 
95%로 설정하고 chi-square test와 t-test를 시행하였
다. 주민대상 건강 관리사업의 필요성 분석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필요없음’ 1점, ‘필요없음’ 2점, ‘필
요함’ 3점, ‘매우 필요함’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는 Cronbach’s α값이 0.87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 남성 146명

(35.7%), 여성 263명(64.3%)으로 경상북도 G시의 지역
주민 총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 보건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역주민은 124명
(30.3%), 1회 이상 이용한 지역주민은 284명(69.7%)으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4명(23.0%)로 가장 높
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19명(29.1%)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위치
한 도심지역이 262명(64.1%)이였으며, 면단위가 위치한 
농촌지역이 147명(35.9%)으로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3.2 보건소 이용관련 동기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84명을 대상으로 보건

소 이용관련 동기를 분석하였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
유는 ‘저렴한 진료비’가 177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치가 가까워’서라는 답변이 124명(30.3%)
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낙후된 시
설’이라는 응답이 119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불편
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74명(18.1%)으로 다음 순위였다. 
이러한 이용관련 동기 분석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비슷한 결과로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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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ery Necessary Necessary Unnecessary Very Unnecessary Mean ±
S.D.

Care of Hypertension patients 257(62.8) 139(34.0) 11(2.7) 2(0.5) 3.33±0.94
Care of Diabetic patients 260(63.6) 134(32.8) 13(3.2) 2(0.5) 3.30±1.02
Care of Mental patient 256(62.6) 131(32.0) 16(3.9) 6(1.5) 3.26±0.93
Care of  Physically disabled patients 241(58.9) 146(35.7) 19(4.6) 3(0.7) 3.21±0.89
Care of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 262(63.8) 129(31.5) 17(4.2) 2(0.5) 3.38±1.14
Care of Dementia patient 269(65.8) 124(30.3) 12(2.9) 4(1.0) 3.41±0.95
Care of Osteoporosis 237(57.9) 150(36.7) 20(4.9) 2(0.5) 3.16±1.01
Care of thyroid disease 230(56.2) 146(35.7) 28(6.8) 5(1.2) 3.12±0.97

Table 4. Questions about necessity in health care business
Unit: person (%)

Classification Urban
area

Rural
area Total

Gender
  Males
  Females

84(20.5)
178(43.6)

62(15.2)
85(20.7)

146(35.7)
263(64.3)

Age＊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17(4.2)
69(16.9)
40(9.8)
48(11.7)
47(11.5)
41(10.0)

10(2.4)
10(2.4)
18(4.4)
46(11.3)
24(5.9)
39(9.5)

27(6.6)
79(19.3)
58(14.2)
94(23.0)
71(17.4)
80(19.5)

Education＊

  ≤Primary
  Middle
  High
  College
  ≥University

42(10.3)
32(7.8)
71(17.4)
42(10.3)
75(18.3)

32(7.8)
28(6.8)
48(11.7)
12(2.9)
27(6.6)

74(18.1)
60(14.7)
119(29.1)
54(13.2)
102(24.9)

Visitation
    0
  1 ~ 2
  3 ~ 4
  5 ~ 6
    ≥7

91(22.2)
111(27.1)
21(5.1)
12(2.9)
27(6.7)

33(8.1)
66(16.1)
18(4.4)
11(2.7)
19(4.6)

124(30.3)
177(43.2)
39(9.5)
23(5.6)
46(11.3)

Total 262(64.1) 147(35.9) 409(100)

＊: p-values≥0.05, the chi-square test ana t-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person (%)

Classification Urban
area

Rural
area Total

Reason for use＊

  Distance
  Expenses 
  Convenience 
  Unique work
  Others  

91(22.2)
111(27.1)
21(5.1)
12(2.9)
27(6.7)

33(8.1)
66(16.1)
18(4.4)
11(2.7)
19(4.6)

124(30.3)
177(43.2)
39(9.5)
23(5.6)
46(11.3)

Uncomfortable＊

   No
   Traffic
   Facility
   Equipment
   Others

42(10.3)
32(7.8)
71(17.4)
42(10.3)
75(18.3)

32(7.8)
28(6.8)
48(11.7)
12(2.9)
27(6.6)

74(18.1)
60(14.7)
119(29.1)
54(13.2)
102(24.9)

Total 262(64.1) 147(35.9) 409(100)

＊: p-values≥0.05, the chi-square test ana t-test

Table 2. Motivation of using public health center
Unit: person (%)

3.3 보건소 진료 이용자의 만족도
보건소 진료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예방접종(94.0%)이 

가장 높았으며, 검사(79.6%), 일반진료(78.2%)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치과진료(64.4%), 물리치
료(62.7%), 한방진료(61.6)%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소 진료 만족도 낮은 치과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에 대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만
족도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의 경우 치과진료(81.5%), 
물리치료(80.8%), 한방진료(78.8%)에 대해 매우 높은 만
족도가 나타났다.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치과진료
(45.1%), 물리치료(42.1%), 한방진료(42.1%)에 대해 낮
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예방
접종, 검사, 일반진료에서도 도심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보건소 진료 만족도가 높게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Classification Urban
area

Rural
area Total

Medical treatment
    Goodness
    Badness 

130(86.1)
21(13.9)

92(69.2)
41(30.8)

222(78.2)
62(21.8)

Oriental medicine＊

    Goodness
    Badness 

119(78.8)
32(21.2)

56(42.1)
77(57.9)

175(61.6)
109(38.4)

Dental care＊

    Goodness
    Badness 

123(81.5)
28(18.5)

60(45.1)
73(54.9)

183(64.4)
101(35.6)

Physical therapy
    Goodness
    Badness 

122(80.8)
29(19.2)

56(42.1)
77(57.9)

178(62.7)
106(37.3)

Examination＊

    Goodness
    Badness 

133(88.1)
18(11.9)

93(69.9)
40(30.1)

226(79.6)
58(20.4)

Vaccination
    Goodness
    Badness 

144(95.4)
7(4.6)

123(92.5)
10(7.5)

267(94.0)
17(6.0)

Total 151(53.2)
(100)

133(46.8)
(100) 284(100)

＊: p-values≥0.05, the chi-square test ana t-test

Table 3. Satisfaction of public health center users
Unit: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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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민대상 건강 관리사업의 필요성 분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질문에

서는 치매환자 관리(3.41±0.95)가 가장 우선순위로 나
타났다. 그리고 뇌혈관질환환자 관리(3.38±1.14), 고혈
압환자 관리(3.33±0.94), 당뇨병환자 관리(3.30±1.02)
가 매우 필요한 우선 사업으로 답하였다. 갑상선질환 관
리(3.12±0.97)는 가장 낮은 사업 순위로 Table 4와 같
이 나타났다. 

4. 고찰 및 결론

우리나라의 지역보건법은 1995년 이후 개정을 통하
여 지역보건의료의 체계가 변하였으며, 소극적이던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역할도 갈수록 위상이 커지고 있다
[15,16].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의 
협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 수
행을 위해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17,18].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과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
민 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
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함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보건정책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활용도가 높은 
도심지역과 의료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연구 
분석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자원 배치와 중
장기적인 보건 인프라 확충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지
역사회 전반의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에 역할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Table 3과 같이 전체 지역
주민의 보건소 진료 만족도에서 치과진료, 물리치료, 한
방진료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도심지역과 농촌지
역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도심지역의 경우 치과진료(81.5%), 물리치료
(80.8%), 한방진료(78.8%)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치과진료(45.1%), 물리치
료(42.1%), 한방진료(42.1%)에 대해 매우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전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예방접종, 
검사, 일반진료에서도 농촌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보건
소 진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Table 

2의 보건소 이용관련 동기 분석을 보면 도심지역의 경우 
‘위치가 가까워’ 자주 이용한다는 답변이 높았지만, 이에 
반해 농촌지역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보건소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낙후된 시설’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
게 나타나 도심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공공의료시설의 
접근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보건소 이용의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G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 현황분석에서 농촌지역인 면단위가 의
료접근 취약지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면단위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농촌지역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해서는 의료장비를 
탑재한 무료진료버스 운행, 원격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통
하여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소의 제한된 인력과 인프라 및 예산 등 한
정된 보건의료자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전반적인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의 주민대상 건강 관리사업의 필요성 분석에서
는 ‘치매환자 관리’, ‘고혈압환자 관리’, ‘당뇨병환자 관리’
가 매우 필요한 우선 사업으로 답하였으며, 따라서 우선
순위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치매검사율, 혈압인
지율, 혈당인지율, 흡연율 등을 보건소의 성과지표로 선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 인프라
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
의료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
히 지방의 중소도시 내에서도 도심지역 보다는 농촌지역
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에서도 농촌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보건소 이용 만족도
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취약한 접근성과 농촌지역의 낙후된 공공
의료 시설로 분석이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개선
이 필요하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농촌지역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해서는 의료장비를 탑재한 무료진료버스 
운행 및 원격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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