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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마다 다

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건강수준 역시 지역에 따

라 편차가 크다. 2013년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서 도내 읍면동 간의 건

강 격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331개 읍면동의 3년간(2008-2010년) 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준화 사망비가 최저 46.6, 최고 172.4로 나타나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성과와 과제: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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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challenges of a community-based residents-led participatory health project.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was analyzes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of 19 health coordinators among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sident-led health 

project. Results: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the community health awareness and strength of the residents were restored and strengthened by the 

project, the physical living environment was improved, and health conditions and behaviors were improved. Future tasks derived from the implementa-

tion of this project include expanding and strengthen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public health centers’ role and functions for resi-

dent-led community health program. Conclusions: Although the health promotion project led by residents in Gyeongsangbuk-do Province, South Korea 

was successful,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overcome in the future, such as strengthen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mproving the capacity of pub-

lic health centers. Various approaches are needed to assess the health and social outcomes of community involvement i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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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간에 사망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하였다[1]. 경상북도는 이러한 

건강 불평등 현황을 부지사가 직접 브리핑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

으로 알려 지역사회가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

며,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 읍면동 지역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서울, 부산, 경남, 

강원 등에서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민참여 건강증진사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0.45.2.200&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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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2-6]의 경험을 참고하여 전략을 개발하였다. 경상북도와 통합건강증

진사업지원단은 특정 건강행태 중심, 개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중

심의 기존 보건사업의 방식만으로는 건강 불평등 개선이 어렵다고 판

단하고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들

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

향력을 행사하며 통제력을 강화하는 주민참여 전략이 적절하다는 결

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기반 

접근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사업 5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건강행태, 정신

건강, 참여나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졌지만[2,7-13],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건강지표의 변화와 

같은 측정 가능한 장기 결과를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4]에서 재인용). 참여에 기반한 사업의 경우 

참여 자체가 매우 복잡한 속성을 가지게 되고, 적합한 대조군을 설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실험적 접근법만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4]. 또한 주민들의 참여는 사업대상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고정된 조사 도

구를 이용하는 양적 분석 방법으로는 복잡하고 생동하는 참여의 과

정과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

참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과 틀이 필요하다.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틀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포함되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주민 중심의 접근 

역시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업의 평가과정에도 주민들이 주도

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업내용

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양적 자료 분석 방법을 보완하고 주민 참

여의 과정과 결과를 조금 더 유연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

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점에서 5년간 건강마을 조성사업

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이 연구는 대표적인 질적 분석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

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비슷한 관심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

는 상호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결론을 도

출하는 방식의 연구이다[15].

연구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5년간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한 19개 마을의 건

강지기 19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연구에 참여하였다. 건강지기는 건강

위원회의 핵심이며 간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주도한 마을 주민

이다. 19개 지역의 건강지기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포커스 그

룹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Table 1).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18년 6월 25일과 26일에 포항시 북구 보건소(포항시 

남구 ∙북구, 영덕, 울진), 김천시 보건소(청도, 성주, 칠곡, 김천, 구미, 고

령, 문경, 상주), 안동시 보건소(안동,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연구진 3명이 각 그룹에 대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

며 보건학과 간호학 관련 대학원 학생 1명이 현장 노트 작성과 녹음을 

Table 1. Gender and age of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Group 1 Group 2 Group 3

No. Gender Age (y)
Period of project 
participation (y)

No. Gender Age (y)
Period of project 
participation (y)

No. Gender Age (y)
Period of project 
participation (y)

1 W 61 5 1 W 62 5 1 M 53 5
2 W 48 5 2 M 60 4 2 M 67 2
3 W 45 2 3 W 39 1 3 M 69 5
4 M 58 5 4 W 48 1 4 W 51 5

5 M 47 2 5 W 62 1
6 W 60 5 6 M 55 3
7 M 54 5 7 M 60 1
8 M 52 3

W, woman; 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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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전, 인터뷰의 목

적과 방법, 내용 익명 보관, 연구 도중 참여 철회 가능 등에 관해 설명

을 듣고, 참여 의사와 인터뷰 녹음 등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연구에 참

여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기존의 주

민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문헌, 5년간 건강마을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

담 시작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마을 건강지기로서 어떤 경험을 하였

는지 말씀해주세요.’로 시작하였으며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성과에 관

한 세부적인 질문으로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마을과 마을 주민

들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추가적으로 ‘건강

마을 조성사업의 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과제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으로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아

쉬운 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추가적으로 ‘건강마을 조성

사업의 개선을 위해 제안할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설명하였다.

자료분석

Krueger and Casey [16]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인터뷰가 끝난 후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현장 노

트와 녹음내용을 바탕으로 전사를 완성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연구진

이 녹음된 내용과 비교 확인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3명

의 연구진이 모여 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분위기와 연구 참여

자의 발언 의도나 정서 등을 종합하여 1차적으로 의미자료를 추출하

였고, 이후 주제별로 영역과 의미범주를 추출하고 명명화하였다. 1차

적으로 범주화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

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여러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질문지를 구성함으로써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자신들

의 생각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골고루 부여하고 사전에 다른 

참여자 의견에 대한 존중 등의 인터뷰 규칙에 대해 강조하였다. 참여

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진행자가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였으며, 참여자가 연구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추가 질문 등을 활용하여 소통하였다. 자

료 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

진 이외에 다른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정리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주제 1: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성과

건강지기들이 생각하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성과는 크게 4가지 영

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공동체 회복(함께라서 행복한 마을)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어울

리고 화합하게 되고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중요한 성

과라고 하였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이웃 간의 소

통과 신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급격한 이농 현상과 개인화로 농촌에

서도 공동체 의식이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건

강지기들은 주민 간의 화목과 공동체 회복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로 꼽았다.

“예전에는 주민들끼리 자주 안 모였는데, 이제는 우리 점심 먹자 하

면 다 같이 준비해가지고 온 동민이 웃으면서 마을에서 식사를 다 해

결하고 갑니다. 그렇다보니까 화합도 잘 됩니다.”(그룹3-참여자 7)

“옛날에는 자주 못 만나다가 한 곳에 모이니까 서로 안부도 묻게 되

고, 또 모이다 보니까 먹거리도 나누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많은데 저

녁 식사, 또 그중에 좀 젊으신 분들이 해가지고, 드시고 가시고... 화합! 

그런 것이 제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룹2-참여자 1)

“이제는 서로 인사도 잘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신뢰를 많이 하잖

아요. 전에는 나는 나, 너는 너였는데 지금은 어려우면 도와주고 서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그룹3-참여자 6)

주민 역량 강화(사람이 커가는 마을)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

였다고 하였다.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힘

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예전에 보건소에서 파견된 강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에서 건강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

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과 건강을 위한 행동

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걸을 사람 몇 시에 회관 앞으로 오세요.’하면서 날마다 같이 걷고 

있어요. 그건 강사님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처음 할 때만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와서 워킹하는 법을 지도해주셨었어요. 지금은 모임끼리 건

강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전에는 절대 생각도 못 할 일입니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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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잘 와. 전에는 청소도 안하던 분들이 경로당이 깨끗하니까 스

스로 와서 청소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마을이 많이 좋아졌습니

다.”(그룹3-참여자 2)

“15년도부터 저희들이 항상 목욕탕을 한 번 건립하자 어르신들한테 

뭐 좋은 게 되니까... 목욕탕을 지어주면은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

습니다. (중략) 군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2015년부터 추진을 해서 

작년에 목욕탕 준공해서 하는데 어르신들 복지로 봤을 때 그만큼 좋

은 게 없어요.”(그룹1-참여자 4)

건강 수준 및 행태의 변화(건강하고 활기찬 마을)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좋아졌다고 하

였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참여로 신체적 건강이나 기능이 향상되었

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으며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행태도 좋아

졌다고 하였다. 

“운동 교실하고 프로그램을 열면서 한 5년 차 되니까 똑같은 70대 

아줌마들이라도 운동하는 분하고 안하는 분이 달라요. 운동하는 분

들은 직립보행이고, 안했던 분들은 굽어져 있어요. 걷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78세 아주머니도 운동 안 나오다가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자기 

동서도 하니까 잘 걸어 다니고 좋거든, 그래서 운동 나오고 조금씩 하

더니 좋아졌어요.”(그룹3-참여자 1)

“프로그램 하면 따라하시면서 안 되는 동작들에 대해서 서로 즐거

워하시고,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웃으시거든요. 서로서로 보면서 웃으

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좋으신 것 같아요. 웃음

을 되찾으신 것이 참 좋습니다.”(그룹1-참여자 3)

“처음에는 술, 담배 하던 분들이 우리 마을에는 한 30명 정도 되었

는데 지금은 5명밖에 없어요. 거의 다 끊었어요.”(그룹3-참여자 1)

“잘되는 부락은 스스로 하니까 어르신들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요.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엄마들 건강 걱정을 했는데 이제 걱정을 

안 합니다. 와보니까 엄마가 식사 잘하지요. 얼굴색 좋지요. 겨울에 감

기 안 걸리지... 고마워서 돈을 몇십만 원씩 이장한테 주고 갔다고 하더

라고요.”(그룹3-참여자 7)

주제 2: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과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으로 마을 주민들 중 

2-참여자 1)

“보건소에서 특별히 해주는 거 없어요.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은 치

매 교실 말고는 없어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생

님 역할까지 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그룹1-참여자 2)

또한 주민들과 건강위원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다른 자원을 직접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산책로 정비, 체육관 신축과 같이 보건소 예산

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주민들과 건강위원회 중심으로 지

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2억 들여서 하는 건데 한 마

을에 주는 사업이 있어요. 농촌 안전보건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

데, 저희 건강위원회에서 그 사업 예산을 따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따와서 준공했습니다. 안에 찜질방 들어가 있고 운동기구, 어르신들 지

압하는 거 안마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그룹1-참여자 2)

물리적 환경 개선(살고 싶은 마을)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의 삶터인 마을의 환경이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 가꾸기에 참여하여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쓰

레기를 버리지 않고 마을을 청소하는 등 마을 가꾸기의 주체가 되었다.

“마을이 깨끗해졌어요. 마을 회관에서 일회용품 이런 것 얼마나 많

이 나옵니까? 커피 타 마시지, 나무젓가락하고, 그런 것을 막 동네 입구 

어디 한 쪽에 가서 늘 태웠어요. 이제는 절대 안 태웁니다. 아무데나 버

리지도 않고 노인 경비 나오는 것으로 봉투를 사서 버리니까 일절 태

우는 것 없고 마을이 깨끗해졌어요.”(그룹2-참여자 1)

또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서 마을의 

불편하거나 부족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

로당을 개보수하거나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를 정비

하고 마을에 벽화를 그렸으며, 운동에 필요한 체육관을 짓거나 위생

을 위해서 목욕탕도 짓게 되는 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되

었다는 의견이었다.

“경로당이 약간 노후화가 되어있었는데 예산 좀 해서 리모델링해달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니까 깨끗해져서, 모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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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민들이 바쁜 생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젊은 주민들과 남성들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이고 부녀회

에는 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일하시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참여

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그룹1-참여자 1)

“지금 여자들은 많이 참석하는데 남자들은 참석을 많이 안 해요. 

남자들이 같이하면 좋은데 잘 안 하려고 해요. 남자들 많이 참석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그룹3-참여자 3)

더 높은 수준의 참여(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참여)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의 방향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

는 것이지만 사업의 내용, 대상,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여전히 보

건소나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주

민들은 실제로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거부터 고쳐야지. 아직도 주민주도형... 주도형 하면서 실질적으

로는 거의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주민주도형이 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우리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우리를 못 믿어서 그

런가 주지를 못 하지요. 안 주지요.”(그룹3-참여자 7)

“건강마을 조성사업 예산을 조금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충 1년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다. 어느 항목으로 얼마, 얼마다. 그러면 

어디에다 쓸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건강위원회에서 많이 참여하려고 

하면 보건소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그룹2-참

여자 8)

보건소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 업무 수행

보건소 담당자들이 주민참여형 건강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보건소와 주민조직 간의 잦은 소통

과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의 잦

은 교체는 사업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담당자분들도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중략) 담

당자가 바뀌면서 건강마을의 진짜 실제 취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

다.”(그룹1-참여자 1)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하려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요. 담당자가 바뀌면 이게 또 난감해져요. 업무 파악

하다 보면 또 안 이루어지거든요. 담당자가 자주 안 바뀌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그룹2-참여자 7)

고  찰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핵심 참여자인 마을 건강지기들은 

5년간의 사업의 성과로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서로 도와주고 어울리는 

마을이 되었다고 하였다.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정치 사회적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물리적 환경

이 개선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

고 건강행태가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과제로는 더 많은 주민들

이 참여해야 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과 사업수행 과정에 더 많은 권한

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참여형 사업 수

행 역량을 갖춘 보건소 담당자의 지속 근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보건 분야에서 참여는 일차 보건의료나 건강증진의 핵심전략으로 

강조되어왔다[17,18]. 하지만 참여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

역사회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Rifkin 

[19]은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가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역사회’와 ‘참여’의 표준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참여와 

건강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연관성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하며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Hoon et al. [20]도 지역사회 참여 과정은 매우 복잡

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한 지역의 사회적 요인과 같은 맥락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평가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참여의 특성상 사업의 성과를 섣불리 양적 기준으로 측정하려는 시도

는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

여 건강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고정된 조사 도구를 이용한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참여의 결과를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건강지기들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마을이 화목해지고 소외된 

이웃도 챙기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였다. 건강을 매개로 자주 모이면

서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가 늘어나고 마을과 이웃에 대한 관

심과 주인의식이 생겨 마을 내에 홀로 지내는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가

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서 

홀로 집에서 지내던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 우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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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살생각과 같은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

이다. 공동체 의식은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활발한 참

여는 다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관계가 존재[11]하기 때

문에 주민들 간의 유대감 강화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 지속하는데 중요

한 동력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마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오타와(Ottawa) 헌장에서 건강증진을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18], 역량 강화는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나 자원에 대해 더 많

은 통제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21]. 따라서 건강증진의 핵심은 주민

들의 정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

강 불평등 극복에서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역량 강화이다. 건강 불

평등의 핵심에는 권력의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사회참여와 발언권이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소외되

고 배제된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6]. 이런 의미에서 건강취약지역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불평

등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의

사결정이나 사업수행 과정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

였다. 주민들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필요한 외부자원을 확보

하였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강결정요인은 보건 분야에 국한되지 않

았으며 쓰레기 문제, 도로 안전시설, 목욕탕 설치 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외부자원 동원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주민들이 사

업의 주체가 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기관이나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이 촉진되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예

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민들은 건강수준의 향상이나 건강행태의 개선보다는 공동체의 

회복이나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강조하였다. 이

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단순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아님을 의미한

다. 건강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힘

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나긴 과정이다. 

따라서 참여는 단순히 건강행태를 바꾸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목

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성과 못지않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보건소 중심의 사업 수행에 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많았

으나 여전히 일부 주민만이 참여하고 있었고, 특히나 남성과 젊은 층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참여형 사업의 단점으로 지역 내 기득권을 중심으

로 사업이 진행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이 오히려 배제됨으로써 지역 내

의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2], [10]에

서 재인용). 실제로 지역 내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들이 건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사업 후에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건강행태나 사회적 자본의 변화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지역 

내부의 건강과 삶의 불평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직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위원이나 건강동아리

와 같은 주민 조직들의 활동이 그들만의 건강생활 실천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범위나 영향이 전체 마을 차원으로 확장되어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전체

가 사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3].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 스스로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

을 성과라고 제시한 마을이 있는 반면 여전히 보건소 중심의 사업 수

행을 과제로 뽑은 마을이 있다는 것은 마을마다 참여의 수준이 다르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단순히 요구하고 보건소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통해서 보건소나 공

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건강위원회 참여의 수준은 사업의 내용 및 범

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위원회가 주체적으

로 작동하는 지역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독거노인 지원, 쓰레기 소각 

금지, 목욕탕 준공 등 좀 더 광범위한 건강 결정요인을 포괄하는 활동

으로 확대되었지만, 건강위원회가 수동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은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 정도에 그치거나 걷기 코스나 운동기

구 설치 등 건강행태 관련 환경 개선에 머무르는 정도였다. 이런 지역

은 주민들의 참여 의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보건소나 관공서의 

태도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도 건강지기들은 

여전히 사업의 내용, 대상,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여전히 보건소

나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관

료적 통제가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관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

는 지역의 건강위원회는 외부 지원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지역사회 조

직화의 궁극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도 담보

될 수 없을 것이다[2].

이런 현상의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에서 참여가 강조

되는 과정과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에

서 참여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건강

증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건강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여가 다시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 즉 처음부터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참여라

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참여를 보건소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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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으로 삼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 범위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활동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보건소에서 개입 가

능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기존의 건강행태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강지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담당자의 참여형 사업

에 대한 역량 부족 역시 참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주

요한 원인이다. 새로운 담당자는 대부분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업을 수

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중심으로 주민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민들을 계몽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인식

하기도 한다.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주기적으로 담당

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였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참여

형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에 투입

되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업무 수행방식을 바꾸기에는 교육의 양과 질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

다.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수

용적인 태도와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 담당자의 역할이 원래 주민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자가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역

시 매우 중요하다. 담당자들이 마을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일은 담당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이

유는 주민참여 건강사업이 담당자들에게는 그만큼 매우 힘들고 어려

운 업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사업의 핵심 

참여자인 건강지기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주민임과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19개 사업지역 전체의 성과와 과제를 말하기에는 지역마다 편차가 너

무 크다는 것이다. 지역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는 참여의 과정과 결과를 일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비슷한 맥락의 

지역들로 층화해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주민

참여 건강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심층적으로 평

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참여의 복잡한 속성으로 인해 참여의 건

강 영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19,24] 참여의 건강 및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공동체 회복, 주민 역량 강화 등

의 성과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소의 

주민참여형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남겼다. 주

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이 기나긴 과정임을 고려하면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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