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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공적 의료보장 진료비가 2008년 39

조 9,632억 원, 2014년엔 60조 6,136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2% 수

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처럼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건강 수준의 

향상 등 보건의료분야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적인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2].

지역의 종합적 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사업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

국가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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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보건소이다[3]. 과거 보건소의 인식은 치료와 예방에 대한 업무로

만 인식되었고,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만 이용한다는 인식이었지만, 

현재의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주민 건강증진 및 주민의 보건향상에 중

점을 두고 금연, 고혈압, 방문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증

진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4].

이렇게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공공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 보건의료사업의 운영과 지역사회의 주민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5],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영

역에서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가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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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3].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핵심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998년부터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을 기반으로 건강증진기

금을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들을 위해 지원하

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전국의 보건소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 확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건강증진 등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6]. 

이러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관

련 선행연구로는 Lee [7]의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경험

을 통한 보건소에서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운영방법을 제

시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Kwak [8]의 보건소 내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과 기타 관련 단체들 간의 연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건소 사업의 개선점을 도출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

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수행체계 개발, Doh [9]의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보건의료사업의 이용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지역주민

의 인지도와 이용도를 통한 농촌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

한 연구 등이 있다[10].

그러나 여전히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보건소를 적절히 이용 및 활용하는 주민들이 적으며 보건

소 주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11].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

하는 대표적인 보건의료사업이 저렴한 비용과 우수한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특정 주민들만 이용하고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확산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는 여전히 보건소가 특정 계층이 주로 이용하

는 기관이고 보건진료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인 측면이 개인 병 ·

의원보다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제공하여 지

역주민의 건강증진 핵심기관으로서의 인식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보

건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주

민들의 인지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주민들의 

건강증진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 및 인지도가 있어야 건

강증진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10].

또한,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형태와 보건소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를 조사하는 것은 보건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2]. 즉, 지역주민의 보건소 및 보건의

료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두 변인은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민 참여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연구한 기존의 연

구들은 Park [13]의 보건소 이용자가 인지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Lee and Lim [14]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건소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Lee [15]의 구미시 보건

소의 금연클리닉 이용 만족도 등 대부분 보건소의 일반적인 의료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실태를 각각의 변인으로 조사한 연구들은 많

지만 보건의료사업의 인지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보건의료사업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보건의료사업 계획 시 주민참여를 높이

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9년 6월 3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 청주

시 소재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들을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

정하여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응답 협조에 대해 사전에 동

의를 얻은 후 설문지와 연구동의서를 포함하여 직접 방문 조사 수집

하였다. 각 집단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F-Test 검정(ANVA)에서 검정력(1-β) = 0.90,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d = 0.25로 하여 산출한 결과, 총 표본수가 255명으로 선정되었으

며 이 중 설문 답변이 완벽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보건의료사업 인지도 및 만족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 중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기타 보건관련 교육 등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공통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의료비지원 및 

예방사업 등 5개 사업이고 각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총 26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 1점, 대체로 모름 2점, 보통  

3점, 알고 있음 4점, 매우 잘 알고 있음 5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

며 각 항목당 인지도는 평균값을 기술하였다. 각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또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건의료사업의 홍보에 대한 

만족도와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각각 매우 불만족

한다(1점), 불만족한다(2점), 보통이다(3점), 만족한다(4점), 매우 만족

한다(5점)로 총 만족도의 합은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고, 보건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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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0.87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설문 문항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고, 인구특성은 빈도분석, 인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사

업의 인지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

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여자가 61.8%, 남자

는 38.2%이었고, 연령은 20세 미만이 40.1%, 20-39세가 26.9%, 40-60세

가 29.2% 순이었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13.2%, 고졸 43.9% 순

이었으며, 대졸 이상이 42.9%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가 45.3%, 전문

직 23.6%, 결혼여부는 기혼 51.4%, 미혼이 48.6%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학력, 직업에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학력에서는 고졸 미만이 평균 6.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졸이 평균 5.32점, 대졸 이상이 평균 4.7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은 주부가 평균 5.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사무

직 평균 5.28점, 자영업 평균 4.76점, 전문직 평균 4.72점의 순으로 나타

났다.

사업별 인지도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만족도

건강증진사업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

건강증진사업 항목별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고혈

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인지도의 전체 평균은 2.27점

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에서 평균 6.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알고 있음’

Table 1. Reliability on awareness of healthcare project

Variables n Cronbach’s α

Health promotion project awareness 5 0.83
Health care project awareness 8 0.85
Pregnant women, infants & children project awareness 3 0.79
Disease prevention project awareness 5 0.81
Medical expense subsidy and immunization project 

awareness
5 0.79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ender
   Female 131 61.8
   Male 81 38.2
Age (y)
   <20 85 40.1
   20-39 57 26.9
   40-60 62 29.2
   ≥61 8 3.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8 13.2
   High school 93 43.9
   ≥University 91 42.9
Occupation
   Housewife 96 45.3
   General office work 32 15.1
   Self-employment 34 16.0
   Professionals 50 23.6
Marital status
   Single 103 48.6
   Partnered 109 51.4
Total 212 100.0

Table 3.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bus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Mean±SD t/F, Scheffe

Gender
   Female 131 5.23±1.73 t=0.30
   Male 81 5.16±1.95 p=0.768
Age (y)
   <20 85 5.51±1.94 F=2.22
   20-39 57 4.75±1.50 p=0.087
   40-60 62 5.25±1.88
   ≥61 8 4.75±1.4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8 6.17±1.70 F=6.92
   High school 93 5.32±5.32 p=0.001
   ≥University 91 4.79±1.68
Occupation
   Housewife 96 5.59±1.86 F=3.44
   General office work 32 5.28±1.57 p=0.018
   Self-employment 34 4.76±1.74
   Professionals 50 4.72±1.79
Marital status
   Single 103 5.23±1.98 t=0.20
   Partnered 109 5.18±1.65 p=0.844

SD, 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
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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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1.97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55점, ‘알고 있음’ 평균 6.52점, ‘보통’ 5.76점, 대

체로 모름, 전혀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전체 평균은 2.13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50점, ‘알고 있음’ 

5.88점, ‘보통’ 5.58점, 대체로 모름, 전혀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 5.72점, 보통, 대체로 모름, 전혀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홍보책자 배부에 대한 인

지도의 전체 평균은 2.60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인지도에 따

른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43점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알고 있음’이 평균 5.60점, 대체로 모름, 보통, 전혀 모름

의 순서로 나타났다. 방문지역건강조사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전체 평

Table 4.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of each item to health promotion project

Awareness item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Awareness 

(point)
Not sure (a) Mostly unknown (b) Usually (c) Know (d) Very well know (e)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Health counseling project to diabetes 
mellitus, hypercholesterolemia, and  
hypertension

39 (4.46±1.90) 68 (5.04±1.63) 38 (5.15±1.48) 47 (5.72±1.76) 20 (6.10±2.35) 2.27
F=4.16, p=0.003, a<e

Health public relations 49 (4.61±1.85) 63 (5.22±1.75) 39 (4.97±1.67) 45 (5.60±1.71) 16 (6.43±1.93) 2.60
F=4.04, p=0.004, a, c<e

Visiting community health survey project 91 (4.59±1.71) 72 (5.30±1.78) 21 (5.76±1.44) 19 (6.52±1.02) 9 (6.55±2.65) 1.97
F=7.73, p=0.000, a<d, e

Health promotion practice project by age 85 (4.67±1.70) 61 (5.26±1.67) 29 (5.58±1.97) 27 (5.88±1.55) 10 (6.50±2.50) 2.13
F=4.69, p=0.001, a<e

Free smoking-cessation clinic service 18 (4.77±2.04) 25 (5.08±1.49) 31 (5.03±1.55) 92 (5.14±1.83) 46 (5.69±1.98) 3.58
F=1.22, p=0.3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one-way ANOVA procedure. 
a, b, c, d, 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p>0.05).

Table 5.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of each item to health care project

Awareness item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Awareness 

(point)
Not sure (a) Mostly unknown (b) Usually (c) Know (d) Very well know (e)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Age and frequency of liver cancer  
screening

40 (4.70±2.09) 66 (5.00±1.69) 30 (5.16±1.80) 57 (5.49±1.81) 19 (6.21±1.22) 2.75
F=2.89, p=0.024, a<e

Comprehensive care projec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53 (4.67±2.04) 59 (5.06±1.58) 49 (5.34±1.64) 36 (5.91±1.72) 15 (5.46±2.16) 2.53
F=2.81, p=0.027, a<d

Mammography examination in women 
in their forties

35 (4.94±2.19) 44 (5.40±1.55) 33 (4.75±1.62) 71 (5.18±1.74) 29 (5.79±2.00) 3.07
F=1.60, p=0.177

Cervical cancer screening support in 
women over 20 years

38 (4.65±2.14) 38 (5.39±1.86) 36 (5.19±1.65) 70 (5.25±1.51) 30 (5.56±2.11) 3.07
F=1.28, p=0.279

Home visiting care for vulnerable subjects 36 (4.94±2.09) 54 (5.33±1.69) 50 (5.16±1.48) 44 (4.90±1.91) 28 (5.85±1.99) 2.87
F=1.46, p=0.215

Visiting nursing services for cancer  
patients

71(4.56±2.04) 76 (5.18±1.56) 32 (5.50±1.58) 24 (6.41±1.50)   9 (6.22±1.48) 2.16
F=6.37, p=0.000, a<d, e

Stomach cancer screening support over 
40 years

20 (4.90±2.24) 46 (5.02±1.81) 26 (5.15±1.80) 79 (5.12±1.68) 41 (5.75±1.82) 3.35
F=1.24, p=0.293

Colorectal cancer screening support over 
50 years

38 (4.65±2.12) 42 (5.21±1.73) 36 (5.11±1.76) 71 (5.23±1.66) 25 (6.08±1.77) 3.01
F=2.40, p=0.052

M±SD,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one-way ANOVA procedure. 
a, b, c, d, 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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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업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

건강관리사업 항목별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Table 5와 같다. 간암

검사의 연령과 주기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평균 2.75점으로 보통 이하

이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알고 있음’이 평균 5.49점

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 사업의 인지도의 전체 평균은 2.16점으로 보통 이하이고 인지

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이 평균 6.41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2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대체로 모름, 전혀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전체 평

균은 2.53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알고 

있음’이 평균 5.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5.46

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임산부와 영유아 사업 및 감염병 예방사업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

임산부와 영유아 사업 및 감염병 예방사업의 항목별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다음 Table 6과 같다. 지역구 등록 외국인 출산가족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인지도 전체 평균은 2.32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5.88점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알고 있음’이 5.77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실시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평

균 2.75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5.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알

고 있음’이 5.71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감염

병 예방사업에 대하 인지도는 전체 평균 2.61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

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알고 있음’이 평균 6.29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잘 알고 있음’이 5.64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성매개 감염병관리 사업에 대

한 인지도 전체 평균은 2.31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

른 만족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이 평균 6.38점, ‘매우 잘 알고 있음’이 

6.22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핵주민사업에 

대한 인지도 전체 평균은 2.33점으로 보통 이하이고 인지도에 따른 만

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알고 있음’이 5.7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 항목별 인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7과 같다. 희귀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인지도 전체 평균은 2.52점

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알고 있음’이 평

Table 6.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of each item to projects for pregnant women, infants & children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wareness item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Awareness 

(point)
Not sure (a) Mostly unknown (b) Usuall (c) Know (d) Very well know (e)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Folic acid and iron supplement in  
pregnant women

44 (4.61±1.88) 58 (5.32±1.73) 39 (5.20±1.80) 44 (5.22±1.81) 27(5.88±1.76) 2.77
F=2.23, p=0.067

Healthy care support in infants born to 
foreigners 

56 (4.82±1.89) 84 (5.32±1.80) 28 (4.71±1.86) 35 (5.77±1.62) 9 (5.88±1.36) 2.32
F=2.45, p=0.048, a<e

Infants’ free Health check-up under  
6 years 

45 (4.88±1.86) 56 (4.87±2.01) 45 (5.11±1.65) 39 (5.71±1.76) 27 (5.85±1.40) 2.75
F=2.53, p=0.042, a, b<e

Infections prevention project 48 (4.29±1.84) 57 (5.15±1.74) 53 (5.18±1.56) 37 (6.29±1.59) 17 (5.64±1.96) 2.61
F=7.42, p=0.000, a<e, 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prevention

59 (4.62±1.91) 66 (4.86±1.81) 57 (5.61±1.35) 21 (6.38±1.65)   9 (6.22±2.16) 2.31
F=6.25, p=0.000, a<e, d

Anonymity on AIDS testing 55 (4.98±2.24) 49 (5.16±1.73) 42 (5.04±1.43) 42 (5.64±1.60) 23 (5.34±1.92) 2.65
F=0.93, p=0.448

Tuberculosis project in community 62 (4.45±1.87) 71 (5.18±1.62) 37 (5.64±1.60) 30 (5.76±1.71) 12 (6.50±2.15) 2.33
F=5.95, p=0.000, a<e

Free tuberculosis vaccination project for 
preschool children and fir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44 (4.56±2.25) 61 (5.24±1.77 36 (5.22±1.58) 48 (5.66±1.52) 23 (5.34±1.72) 2.74
F=2.21, p=0.069

M±SD,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one-way ANOVA procedure. 
a, b, c, d, 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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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 잘 알고 있음’이 

5.93점, ‘대체로 모름’, ‘보통’, ‘전혀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만 2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등 가구에게 분유와 

기저귀지원에 대한 인지도 전체 평균은 2.58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

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7.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시술지원에 대한 인지도 전체 평

균은 2.14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8.12점으로 가장 높았다. 만 12세 이하 병·의원 접

종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전체 평균은 2.38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41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인지도 전체 평균은 2.68

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이 평균 6.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민의 보건의료사업별 인지도와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주민의 보건의료사업별 인지도와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보건

의료사업 만족도와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r= 0.26)가 나타났으며,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와 약한 정(+)의 

상관관계(r= 0.19), 임산부와 영유아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보건의료사

업 만족도와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r= 0.21),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

한 인지도와 보건의료사업 만족도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r= 0.26),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보건의료사업 만족도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r= 0.36)가 나타났다.

주민의 보건의료사업별 인지도가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 인지도가 보건의료사업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Table 9와 같다. 건강증

진사업의 인지도가 높을수록(β = 0.16, p = 0.044)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

을수록(β = 0.29, p= 0.004)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설명력은 17.0%이었고, 수정된 설명력은 15.0으

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지수상 다중공선성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주민에게 호응받는 보건의료서

비스의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보건의료

Table 7.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of each item to medical expense subsidy and immunization project

Awareness item

Satisfaction according to awareness
Awareness 

(point)
Not sure (a) Mostly unknown (b) Usually (c) Know (d) Very well know (e)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Medical expense subsidy for rare diseases 49 (4.46±1.95) 74 (5.21±1.69) 34 (5.02±1.48) 39 (5.97±1.56) 16 (5.93±2.29) 2.52
F=4.79, p=0.001, a<e, d

Infant formula and diaper support projec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43 (4.51±1.88) 73 (5.00±1.74) 43 (5.25±1.34) 34 (5.47±1.48) 19 (7.00±2.30) 2.58
F=7.40, p=0.000, a, b, c, d<e

National supporting for infertility couples 
under 44 years

69 (4.63±1.95) 82 (5.23±1.51) 31 (5.45±1.31) 22 (5.50±1.97)   8 (8.12±1.88) 2.14
F=8.07, p=0.000, a, b, c, d<e

National immunization support project 
under 12 years

57 (4.52±1.87) 72 (5.16±1.54) 40 (5.35±1.54) 31 (5.90±2.10) 12 (6.41±2.06) 2.38
F=4.85, p=0.001, a<e

Dementia management project (SDMP) 45 (4.31±2.00) 48 (5.02±1.34) 59 (5.40±1.62) 44 (5.79±1.92) 15 (6.06±2.01) 2.68
F=5.42, p=0.000, a<d, e

M±SD,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one-way ANOVA procedure. 
a, b, c, d, 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p>0.05).

Table 8. Correl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wareness towards each item 
of healthcare projects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Variables 1 2 3 4 5

1. Degree of satisfaction
2. Health promotion project 0.26**
3. Health care project 0.19** 0.53**
4.  Pregnant women, infants &  

 children project
0.21** 0.32** 0.42**

5. Disease prevention project 0.26** 0.43** 0.49** 0.45**
6.  Medical expense subsidy  

 and immunization project
0.36** 0.58** 0.55** 0.47** 0.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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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주민들

의 보건소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같은 의료서비스 결

과지표를 통한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별로 구체적인 인지도

를 파악하고 인지도가 보건의료사업의 만족도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학력, 직업에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Han [16]의 연구

에서 인천 지역의 30대가 이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가 뒤

를 이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점점 낮아졌으며, Lee [17]의 연구에서는 

보건소의 이용률과 연령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Kang et al. 

[12]의 연구에서는 대구시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학력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문직이 만족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18]의 연구에서 학력과 경제

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

건소는 병원에 비해 지역의 서민층이 많이 찾는 의료기관이라는 통념

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hoi and Namkung [19]의 

연구에서도 고학력 계층일수록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가 다

른 계층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주부이며 무직인 비율이 높

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소가 지역에서 중심적인 의료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학력별 그리고 연령별로 보다 세밀하게 보건

사업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다. 

둘째,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사업 및 감염병 

사업,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별 인지도는 평

균 3.00점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사업 중 진료사업

보다는 예방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인지도에 따른 만족

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Han [16]의 연구에서 선행연구[12,20,21]

와 일치되는 결과로 보건의료사업 중 인지도가 높은 사업이 진료관련 

사업보다는 예방관련 사업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보건소 사업

에서 주로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진료관련 사업보다는 예방접종 및 건

강검진 등 예방관련 보건의료사업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보건의료사업 항목별로 인지도를 조

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Bae and Ham [22]은 보건소 보건의료사업의 문제점으로 보건사업이 

영역별, 세부사업별로 분류되어 대상자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Yoon et al. [10]의 연구에 의하면 주민들의 건강증진행위의 발현을 

위해서는 선호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인식 및 인지도가 

있어야 건강증진행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사업 영역별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Kang et al. [12]의 연구에서도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보건

소에서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으로 조사된 바 있고, Choi and Nam-

kung [19]의 연구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

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홍보

는 이용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들이

도록 홍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보건의료사업에서 인지도에 따른 만족도

는 인지도가 ‘매우 잘 알고 있음’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알고 있음’, ‘보통’, ‘모름’, ‘전혀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건소 이

용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

에 부응하여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에 대한 인

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홍보가 중

Table 9.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awareness towards each item of healthcare projects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Tolerance VIF
B SE β

(Constant) 2.89 0.43 6.67 0.000
Health promotion project 0.07 0.03 0.16 2.03 0.044 0.62 1.63
Health care project -0.01 0.02 -0.02 -0.25 0.800 0.59 1.69
Pregnant women, infants & children project -0.00 0.04 -0.00 -0.03 0.975 0.70 1.43
Disease prevention project 0.02 0.04 0.03 0.40 0.691 0.54 1.86
Medical expense subsidy and immunization project 0.12 0.04 0.29 2.95 0.004 0.42 2.39

R=0.42, R2 =0.17, Adjusted R2 =0.15
F=8.59 (p<0.001)

SE,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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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할 수 있다. 

Yoon et al. [10]은 이용자 지향적인 홍보전략과 건강증진사업 등 보

건의료사업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

려한 적절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11]은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 

형태와 보건소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보건소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

며, 보건의료사업의 인지도는 보건소 보건의료사업 업무에 대한 전방

위적인 홍보를 통해서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보건의료사업의 인지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사업별, 대상별로 보건소의 사업 

및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보건의료사업의 인지도 향상이 만족도 향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Lee et al. [6]의 연구에서 인지도가 높으면 만족

도 및 참여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건강증진

사업의 인지도와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인지도로 나타

났다. 이는 Han [16]의 연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사

업에 대하여 인지율이 높은 보건의료사업은 예방접종사업과 건강검

진사업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이 사업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업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의 중요

한 방법이다[23]. 따라서 주민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의료비

지원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사업에 대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건강증진사업과 의료비지원 및 예방접종사

업에 대한 요구도 및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보

건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와 요구도를 주기적으로 분

석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사업 계획 시 반영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보다는 시행자 입장에

서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관리, 예방사업에 대

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사업에 대

한 이용실적 및 원인을 분석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사

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보건소 사업에 대

한 관련부처들 간의 협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보건의

료사업을 배분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의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하

며[8], 둘째,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 분야별 홍보물 제작 및 SNS 같은 

사회마케팅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10]. 그리고 보건의료사업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

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즉,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행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

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도뿐만 아

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 보건의료사업에 대

한 주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현실에서 인지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위요인보다는 주요 요인인 주민의 

보건의료사업 인지도 분석을 통해, 주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충북의 C지역 보건소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자의 지역

적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기

존 연구와 달리 인지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인지도와 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각 보건의료사업의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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