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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요 약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만족도와

제도 변화 요구도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

중보건의사의 업무 만족도와 변화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전국 24개 시·군 지역

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184명(응답율 64.8% )이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현

재 및 향후 역할인식 및 교육, 진료 등 업무관련 사항에 기술분석과 χ2 - test를 실

시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변화 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χ2 - t est 및 분

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관하여 응답자들은 의료 취약지에 파견된 의사

또는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 인식하는데 비해, 지역사회주민은 의료취약지에 파

견된 의사, 보건의료관계자들은 단순히 병역의무의 이행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

고 있어서 입장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업무는 진료업무, 보건

사업, 그리고 보건지소 관리의 순이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업무로는 보건사업,

보건 교육, 그리고 진료 업무의 순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에는 의료자원이 부족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중을 낮추고 보건사업이나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공중보

건의사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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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건 사업 등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혹은 부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넷째, 업무에 대한 총만족도는 보통수준에 불과하였는데, 각 항목별로는 지

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항목과 나는 공중보건의사로의

직무에 충실하다 가 가장 높았고, 보건기관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

키고 있는지와 직무 만족도 관련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연령, 근무기관, 면허종별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다섯째, 제도변화에 대한 요구도는 13항목 총 평균이 5점 만점에 4.18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도와 인식, 신분측

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변화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4.13점, 4 .26점, 4 .20점으로

비슷하였다. 항목별로는 공중보건의사제도 관련법규의 변화와 지방 정부의 공

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안정적인 신분보

장과 보건소 기능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가 각각 4.48점과 4.40점으로 높은 수준

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인식, 만족도 및 제도 변화 요구도를 측

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정책적 결정

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관계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상적인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 사회인식의 변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의 신분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ii -



특히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기

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

성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핵심어 : 공중보건의사, 역할인식, 업무만족도, 제도변화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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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 배경

국민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보건의료의 수요와

균형을 이루어 지역사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의료자원이 분포되

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료인력 및 병상수가 도시에 편중

되는 지역적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중요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으로 존재하고 있

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의료인력 및 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

며, 이러한 무의 농어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1950년대부터 공의(公醫)제도, 한지의사(限地醫師)제도, 조건부 의사면허제도,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각 제도의 실행 결과는 배치기간

이 짧거나 숫적인 면에서 미미한 점 등으로 의료 자원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근

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접근

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와 도시와 농촌간 의료인력 및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병역법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령(1980년에 농

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에 의거, 1979년 1월 1일부터 농·어

촌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군복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공중보

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2000년 5월 현재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공

중보건의사는 3,309명에 달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제도가 농·어촌에 무의(無

醫) 읍·면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성과가 있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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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는 애초에 무의촌 해소를 목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처음부

터 1차 보건의료보다는 진료사업에 몰두해 왔다. 민간의료기관의 급속한 양적

증가로 상당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더 이상 무의촌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

기관이 아니게 되었으나1), 지금까지 기능상의 별다른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되

어왔다.

농·어촌주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주

민의 요구도 다양화되어 현재 진료위주의 공중보건의사 제도로는 주민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

능재정립 문제와 더불어 공중보건의사의 기능 및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

가 공중보건의사 자신과 관계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농

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간호인력인 보건진료원은 배치당시부터 가족계

획, 모자보건, 방문간호 등 1차 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이경호, 1994).

농특법에서 근무지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느니 만큼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

료원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의료인력이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이들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보

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조건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예방과 보건교육, 그리고 건강증진 등을 주로 하는 1차 보건의료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고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유승흠, 1994). 우

1) 의료기관이 1개이상 있는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전체 1,270개소중 38.5%인 489개소이며,

나머지 61.5% 인 781개소는 무의읍면에 있으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서벽지를 제외하고는 통상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 의료기관에 도달가능함. (보건복지부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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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주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러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공공보건 의료조직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1차 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력이 공중보건의사

와 보건진료원이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대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8, 91, 98)와 전북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에 대한 조사분석연구(1990, 김

종환), 보건지소장의 특성 및 근무태도와 진료실적과의 관련성(1995, 조주현), 공

중보건의사의 역할인식, 직무만족도 및 업무 충실도에 관한 연구(1996, 황병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설문당시의 상황 즉, 보건지소 관리운영협의체의

폐지나 정부조직개편, 통합보건지소의 설치 등 공중보건의사와 가장 밀접한 제

도의 변화와 맞물려 공중보건의사의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되거나 단순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의 업무량을 연인원과 업무별 기여시

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체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건지

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한정하여 진료실적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등 공

중보건의사 제도와 관련하여 일부분만을 연구하여, 현역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제도와 관련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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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전국에 배치된 현역 공중보건의사 184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의 역할 인식, 현행 업무와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업무 만족도를 살펴보고, 제

도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본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보건의사들의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업무 관련 특성 및 역할 인식

을 파악하고,

둘째, 업무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하며,

셋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제도적 변화, 인식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신분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특성 및 역할 인식

특성별로 비교한다.

- 4 -



Ⅱ . 공중보 건의사 제도

1 .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국민에

게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와 도시와 농촌간 의료인력

및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1978년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1979년에 보건지소에 의사,

치과의사가 처음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1981년 일

반의 176명, 치과의 140명이 보건지소에 배치된 이래 현재까지 의사 14,140명,

치과의사 5,978명, 한의사 90명 등 총 20,208명이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한 바 있

다.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시로 공중보건의사를 전국 읍·면 보건지소

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의촌 문제는 외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표 1. 공중보건의사 배출추이 단위 : 명

년도별 계
의 사 치과

의사
한의사

소계 전문의 인 턴 일반의

계 20,208 14,140 4,239 2,810 7,091 5,978 90

81∼ 90 8,868 5,802 795 895 4,112 3,066

91∼2000 11,340 8,338 3,444 1,915 2,979 2,912 90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 행정 자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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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제도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8년 최초로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는 3년간 군복무를 대신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접적지역·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

역과 읍면 보건지소 등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근무지 거주의무가 있

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탈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에는 5배수의 기간동안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15일 이상 이탈시에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불

이행으로 보아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1980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의 명칭이 바뀌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에 군 보건소가 추

가되었고, 근무지 이탈 금지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8일 이상 근무지 이탈

시에는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였다.

1991년도에 다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에 군지역 뿐만 아니라 행정구

역 등의 변경 등에 의해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 농

어촌지역의 복지시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1998년에

계약직으로 명칭변경)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였다. 반면에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타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시

에도 역시 위반일수의 5배수 복무연장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93년의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시달되고 1995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

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장으로서 지역사회의 1차보건의료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농어촌주민의 한

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사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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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는 매년 4월에 이루어지는데 예비역 장교자원과 보충역 사병자원

으로 구분하고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그리고 의사는 수련경력을 근거로 일반

의, 인턴, 전문의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이들은 8주(예비역) 또는 4주간(보충역)의

군사훈련과 1주간의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 한 후 본인 희망지 및 직무교육과 군

사훈련 성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9개 도(道)에 배정 된다.

시·도에서 배치우선 순위에 따라 군보건소3) 및 읍·면의 보건지소,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중진료권 중소도시의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등 특수질환요양시설, 교

정시설내의 의료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2000년 5월 현재 공중보

건의사의 기관종별 배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종별 배치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문의 인 턴 일반의 치과의사 한의사 계 (% )

보건소 243 28 74 151 86 582(17.6)
보건지소 492 218 551 612 4 1,877(56.7)
국공립병원 197 2 1 2 - 202( 6.1)
민간병원 261 - - - - 261( 7.9)
병원선등 4 - 5 4 - 13( 0.4)

복지시설 26 3 6 1 - 36( 1.1)

교도소 18 3 11 2 - 34( 1.0)

보건단체 39 2 4 1 - 46( 1.4)

응급의료 161 4 12 - - 177( 5.4)

국가보건기관 63 3 11 3 1 81( 2.4)

합 계 1,504 263 675 776 91 3,309(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 행정자료, 2000.

2) 예비역과 보충역 공중보건의사의 구분은 의과대학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90학

번까지는 예비역 장교자원으로, 91학번 이후는 보충역 사병자원으로 구분된다.

3)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해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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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중 공중보건의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

원으로서의 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지 거주의무와 타업무 종사 금지의무 등이

있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타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일

수의 5배수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되는데 최근에 행정조치 된 공중보건의사 현황

은 표 3과 같다.

표 3.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 현황 ( 92∼ 99) 단위 : 명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계 10 36 18 22 11 25 38 37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8 30 11 19 8 19 5 19

타업무종사금지의무 위반 2 6 7 3 3 6 33 18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 행정자료, 2000.

보수는 군인보수 기준에 따라 수련기간 및 근무기간별로 중위 1호봉에서 대

위5호봉의 기본보수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과 복리후생

비를 지급 받고 있으나 병역의무 이행자라는 인식하에 일반직 공무원이 당연히

지급받고 있는 급량비, 가계지원비 등의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공공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

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지급되고, 취약지 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에는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단, 진료활동장려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은 근무기

관의 예산사정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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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배치기관의 기능 및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 중 공

중보건의사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4)의 경우에는 지역주

민 특히, 노인, 장애인,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아울러 방문보건사

업 등의 보건사업에 일부 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민간병원 등에 근무하는

경우는 일반 진료기능만을 수행하고, 기타 국가 특수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근

무하는 경우는 소속 기관의 업무 및 기능에 따라 담당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중 공중보건의사가 차지하는 비

율은 81.9%이나, 그중 보건지소에서는 99.3%를, 보건소에서는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없는 특별시,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도

(道)지역에서는 더욱 심화되어 보건소 의료인력의 68.2%를 포함한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인력의 91.4%가 공중보건의사로 이들이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

의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4)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는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

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

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

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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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건(지)소 의료인력 중 공중보건의사 비율 ( 98) 단위 : 명(% )

구 분
계 의 사 치과의사

소 계 일반직 공보의 소 계 일반직 공보의 소 계 일반직 공보의

계
2,860

(100.0)

518

(18.1)

2,342

(81.9)

2,055

(100.0)

460

(22.4)

1,595

(77.6)

805

(100.0)

58

(7.2)

747

(92.8)

보 건 소
957

(100.0)

504

(52.7)

453

(47.3)

771

(100.0)

448

(58.1)

323

(41.9)

186

(100.0)

56

(30.1)

130

(69.9)

보건지소
1,903

(100.0)

14

(0.7)

1,889

(99.3)

1,284

(100.0)

12

(0.9)

1,272

(99.1)

619

(100.0)

2

(0.3)

617

(99.7)

자료) 보건복지 통계연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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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 공중보건의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1988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통해 처음 이루어졌다.

「전국 보건지소 실태 조사」라는 명칭하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836명의 공중

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현재 업무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은 97.5%가 진료업무라고 답변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진료활동(33.6% ), 예방사업(27.9% )

이라고 답변하여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에 유사한 제목으로 공중보건의사 602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88년 보다 더 높은 99%

가 진료업무라고 응답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43%가 진료업무, 29%가 예방사업, 그리고 13%가 보건교육이

라고 답변하여 진료업무에 대한 비중은 더욱 높아진 반면 공중보건의사가 생각하

는 예방 및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공중보건의사의 인식비교 단위 : %

구 분 1988년 1991년 1998년

현재 가장

비중있는 업무

진료업무 97.5 99
-

예방보건 및 보건교육 1.5 0.2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진료활동 33.6 43 47.7

예방사업 27.9 29 40.7

보건교육 0.8 13 8.9

자료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88, 91, 98 3개년도 연구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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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정부 조직개편의 와중에 「현재 공보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301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예방보건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공중보건의사들의 인식을 물어보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7.7%가 진료활동

이라고 답하여 91년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예방보건과 보건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보건사업에 대하여 56.8%가 구상해 본 경험이

있고, 예방보건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공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접하며 필

요성을 절감한 경우가 78.9%로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예방보건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예방사업

을 구상해보지 않은 공중보건의사도 그 이유가 관심은 있으나 사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와 관심과 의욕은 있으나 직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

조해 주지 않는다가 절반을 넘어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가 예방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공중보건의사의 예방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예방사업

구상경험

예방보건사업 구상동기(있다의 경우)
또는 예방보건사업 구상안한 이유(없다의 경우)

있다
(56.8%)

공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접하며 필요성을 절감해서 78.9

이전부터 예방보건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15.2

기타 5.9

없다
(43.2%)

관심은 있으나 사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름 39.2
공보의 활동영역을 규정하는 법, 제도가 이를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음.
25.4

관심과 의욕은 있으나 직원들과 지자체장이 협조해 주지

않음.
19.3

지역보건사업에 관심이 없다 및 기타 16.1

자료 : 대한공중보건의사 협의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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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보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업무가 아직도 진료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람직한 보건지소의 형태도 진

료업무를 위주로 한 보건지소나 예방보건사업을 위주로 한 보건지소 보다 진료

업무와 예방보건사업의 통합형 보건지소라고 답변한 공중보건의사가 가장 많아

앞으로 당분간은 진료업무를 완전히 떠난 보건지소를 생각할 수 없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바람직한 보건지소의 형태 단위 : %

바람직한 보건지소의 형태 비 율

진료업무를 위주로 한 보건지소 11.3

예방보건업무를 위주로 한 보건지소 29.6

진료업무와 예방보건사업의 통합형 보건지소 59.1

자료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1998

이외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전북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김종환, 1990)

와 보건지소장의 특성 및 근무태도와 진료실적과의 관련성(조주현, 1995), 공중보건

의사의 역할인식, 직무만족도 및 업무충실도에 관한 연구(황병훈, 1996)등이 있다.

먼저 전북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에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의 업무량을 연인원과 업무별 기여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근무시간중 85.7%를 환자진료에 쏟고 있어 지역사

회 1차보건의료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고, 보건지소장의 특성 및

근무태도와 진료실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사의 진료 대 예방업무 수행에 투자되는 시간의 비율이 80이상(진료):20미만(예방)이

20.5%, 90이상(진료):10미만(예방)이 48.0%, 95이상(진료):5미만(예방)이 20.5%로 총

93.5%가 80이상을 진료업무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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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 구 방 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첫 단계로 공중보건의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두번째 단

계로 업무 및 역할과 문제점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번째 단계로 업무 만족

도를 파악하고 이를 특성별로 비교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변화에 대한 요구도

와 관련되어 정책 및 제도, 인식, 그리고 신분상 변화 필요도를 조사하고 각각에

대해 특성별로 비교분석하는 틀로 연구하였다(그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및 역할 인식

공중보건의사

업무 만족도

χ2 - t est 분산분석 분산분석

공중보건의사제도

변화 요구도

분산분석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 도출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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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9개도(道)에서 각각 1개 시(市)지역 및 2개 군

(郡)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2년차, 3년차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

로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을 시지역과 군지역을 1:2로 한 것은 실제 공중보건의사

가 시지역에 38%, 군지역에 62%가 배치된 상황을 반영한 때문이고, 구체적인 시·

군은 대체적으로 2년차 3년차가 많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군은 표 6과 같다.

1년차 공중보건의사는 최초 근무시작일이 2000년 5월 1일이므로 공중보건의사

로서 경험과 근무기간이 너무 일천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한 경

험이 있는 2년차, 3년차 공중보건의사 284명에 대해 2000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64.8%인 184

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8. 연구대상 지역

도(道) 명 시(市) 지역 군(郡) 지역

경 기 도 이천시 양평군, 광주군

강 원 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제천시 옥천군, 보은군

충청남도 논산시 홍성군, 연기군

전라북도 익산시 장수군, 부안군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경상북도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

경상남도 사천시 합천군,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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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사내용 및 변수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크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 환경 관

련 항목, 역할 인식, 업무 관련 항목, 제도 및 업무 문제점, 업무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과 변수의 세부내

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았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연령, 년차, 결혼 여부, 거주지, 면허 종류, 근무지역,

근무 기관, 이전 근무기관 등이 있다. 년차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근무 년차를

의미하며, 측정 거주지는 배치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

근무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분류하였으며, 병원 등의 그 외 기관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연차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현재 근무기

관 외에 이전 근무기관도 함께 살펴보았다.

업무 환경 특성은 현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를 살펴

보았으며, 이 때 각 인력의 업무 분담과 관련 보건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잘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역할 인식은 본인, 지역주민, 그리고 보건 관련 인력들의 공중보건의사에 대

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지역보건책임자나 의료취약지역

의 의사로, 혹은 단순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임시적인 존재로 인식하는지, 혹은

위의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지역주민

및 보건 관련 인력의 인식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시각으로 대답하였다.

업무 관련 특성으로는 현재 담당 업무, 현재 담당하고 있으나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는 업무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

러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정도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

도, 그리고 진료비중에 대한 인식과 진료업무 지원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업무 수행상 문제점과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함에 있어 필요도가 낮은 기관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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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만족도의 경우 5점 척도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비롯

한 13개 항목에 걸쳐서 살펴보았다.

변화 필요도 조사에서는 크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지, 공중보

건의사의 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신분상 규제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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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설문지 구성 및 변수내용

구 분 변 수 내 용

일반적
특성

연 령 1. 25 ∼ 27 2. 28 ∼ 30 3. 31세 이상

년 차 1. 2년차 2. 3년차

결혼여부 1. 예 2. 아니오

거주지 1. 소재지내 거주 2. 소재지외 거주

면허종류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근무지역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도 4. 전라도 5, 경상도

근무기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기타

이전 근무기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기타

업 무 환 경

관련 사항

종사자 인원 1. 1∼3명 2. 4∼6명 3. 7∼9명 4. 10명이상

업무분담 1. 잘 됨. 2. 그저 그렇다 3. 잘되지 않고 있다

보건기

관과의

협조관

계

시군청,읍면사무소

1. 잘됨 2. 그저그렇다 3. 잘되지 않음 4. 해당없음

보건소,보건지소

시공립병원

민간병의원

역할인식 본인/지역주민/ 보건인력 1. 지역보건책임자 2. 의료취약지역의사3. 병역의무이행4. 모두해당

업무관련

사항

현재 담당업무
1. 진료업무 2. 보건사업 3. 보건교육 4. 건강증진

5. 학술,역학조사 6. 보건지소 관리업무 7. 기타

교육정도
1.교육 충분 2. 진료위주교육으로 보건업무 수행

3.교육불충분 4. 교육은 불충분하지만 업무수행 가능

보수교육만족여부 1. 만족 2. 불만족

보수교육 불만부분 * 1. 교육횟수 2. 교육기간 3. 교육장소 4. 교육내용

진 료

관련

진료비중인식
1.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중 낮춰야 함. 2. 현체제 유지

3. 공공보건기관은 진료행위 금지 4. 아무 생각없음

진료지원수준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제점

업무수행상 가장 큰

문제

1. 법상 제반의무 2. 업무권한 미부여 3. 상급기관관리부족

4. 근무직원 비협조 5. 예산 인원 부족

제도의 가장 큰 문제
1. 규제와 감시위주 법규 2. 적극적 보건활동 미보장

3. 신분, 지위 불확실 4. 보수등 처우 열악 5. 기 타

배치제외 가능기관

1.보건소 2.보건지소 3.공공병원 4.정부지원민간병원

5.병원선 6.이동진료반 7.복지시설 8.교도소 9.보건기관

10. 응급환자 정보센타 11.취약지병원 12. 국공립특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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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 분 변 수 내 용

향후의

역할

인식

역할인식 1. 지역보건책임자 2. 의료취약지역 의사

3. 병역의무이행 4. 모두 해당

수행해야

할 업무

1. 진료업무 2. 보건사업 3. 보건교육 4. 건강증진

5. 학술 및 역학조사 6. 지역사회진단 7. 지역보건의료계획

8. 보건지소 관리업무 9. 기 타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
1. 현재수준으로 수용가능 2. 부분적인 교육 필요

3. 전반적인 재교육 필요 4. 잘 모름

교육강화

요구 부문
1. 대학과정에 예방교육 강화 2. 직무교육과정시 중점교육

3. 보수교육 과정시 중점교육 4. 기타

업무

만족도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

근무기관은 사회적 기대,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음

공중보건 업무에 큰 보탬이 됨

현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직무에 상당히 만족함

근무기관의 관리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업무수행에 동료들의 도움이 큼

근무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킴

지역주민은 공보의에게 많은 지지를 보냄

현재의 근무지에 만족함

1. 매우부정

2. 부정

3. 보통

4. 긍정

5. 매우긍정

제도

변화

요구도

정책/ 제도변화 실수 (법규내용의 변화, 재정지원확대, 교육개선,

보건소 기능재정립, 자치단체관리능력을 기초로 배치,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공보의 배치)

인식변화 실수 (지방정부 인식변화, 주민 인식변화,
공보의 본인 인식변화)

개인 신분변화 실수 (업무수행상 책임 및 권한부여, 안정적인 신분상

변화,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해제, 타업무 종사

금지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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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을 부호화하여 입력하였으며, 입력된 자료는 SA S (Stat istical

Analy sis Sy stem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업무 환경 및 업무 관련 특성, 업무 만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요

구도 등의 4단계로 실시하였다.

첫 단계로 공중보건의사들의 일반 특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업무 환경 및 업무 관련 특성은 기술분석과 공중보건의사의 역

할 인식과 문제점 인식에 대하여 χ2 -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도 각 항목에 대한 기술 분석과 분산분석(Analy sis of

Varian ce)으로 만족도 총점에 대한 일반적 특성별 비교를 하였다. 마지막 단계

로 변화에 대한 요구도와 관련되어 정책 및 제도, 인식의 변화 필요도,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 필요도 각각에 대한 기술 분석과 특성별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

(An aly sis of Varian ce)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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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 구 결 과

1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조사에 응한 공중보건의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았

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연차, 결혼 상태, 거주지, 면허 종류, 근무 지역,

근무 기관, 그리고 이전 근무 기관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184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하가 68%로 많고, 나머지 32%는 31세 이상이었다.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근무연차는 2년차가 57.6%로 약간 많고, 나머지 42.4%는 3

년차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 약간 많았고 거주지는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71.7%로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면허종류별로는 의사가 64.7%이고, 한의사 4.3%를 제외하고 나머

지 31.0%는 치과의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무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20%이상이었고, 강원도, 경기도가 10%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근무중인 기

관은 보건지소가 대부분이고 보건소는 13.0% , 병원 등 기타기관에 근무하는 경

우는 2.7%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전 근무기관의 구성도 이와 유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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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변 수 세 부 항 목 빈 도

연 령 25 ∼ 27 43 (23.4)

28 ∼ 30 82 (44.6)

31세 이상 59 (32.1)
년 차 2년차 106 (57.6)

3년차 78 (42.4)

결혼 상태 기혼 85 (46.2)

미혼 99 (53.8)
거주지 소재지 내 거주 132 (71.7)

소재지 외 거주 49 (26.6)

무응답 3 ( 1.7)
면허 종류 의사 119 (64.7)

치과의사 57 (31.0)

한 의 사 8 ( 4.3)
근무 지역 경기도 26 (14.1)

강원도 34 (18.5)

충청도 39 (21.2)

전라도 39 (21.2)

경상도 44 (23.9)

무응답 2 ( 1.1)
근무 기관 보건소 24 (13.0)

보건지소 153 (83.1)

기 타 5 ( 2.7)

무응답 2 ( 1.2)
이전 근무 기관 보건소 34 (19.5)

보건지소 117 (67.2)

기 타 23 (13.2)

계 1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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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

가 . 업무 환경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근무기관의 보건의료 종사자 수와 업무 분담 정도 그

리고 관련 보건기관과의 협조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11).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종사자 인원은 4- 6명인 경우가 55.4%로 가

장 많았고, 10명 이상은 9.2%에 불과하였다. 종사자간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대

다수(85.8% )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협조관계에서는 시·군청, 읍·면 사

무소 등의 행정기관과의 관계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의 관계에서 60.3%와

51.1%가 잘되지 않고 있고, 시·공립 병원이나 민간 병·의원과도 그저 그렇거

나(32.6% , 35.9% ) 잘 되지 않는다(33.7% , 38.0% )고 답변함으로써 인근 행정기관

이나 보건기관과의 업무협조에서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공립병원이나 민간병의원 보다 시군청 등의 행정기

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과의 협조관계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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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업무환경 특성 단위 : 명(% )

변 수 세 부 항 목 빈 도

종사자 인원

1 ∼ 3명 54 (29.3)

4 ∼ 6명 102 (55.4)

7 ∼ 9명 9 ( 4.9)

10명 이상 17 ( 9.2)

무응답 2 ( 1.2)

업무분담

잘 되고 있다 157 (85.8)

그저 그렇다 19 (10.4)

잘 되지 않고 있다 7 ( 3.8)

무응답 1 ( 0.6)

보건기관과의

협조관계

시·군청

/읍·면사무소
잘되고 있다 5 ( 2.7)

그저 그렇다 36 (19.6)

잘되지 않다 111 (60.3)

해당없음 32 (17.4)

보건소,
보건지소

잘되고 있다 4 ( 2.2)

그저 그렇다 28 (15.2)

잘되지 않다 94 (51.1)

해당 없음 58 (30.5)

시·공립 병원 잘되고 있다 49 (26.6)

그저 그렇다 60 (32.6)

잘되지 않다 62 (33.7)

해당 없음 13 ( 7.1)

민간 병·의원 잘되고 있다 38 (20.7)

그저 그렇다 66 (35.9)

잘되지 않다 70 (38.0)

해당 없음 10 ( 5.4)

계 184 (100.0)

- 24 -



나 . 업무에 대 한 인식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식비교 결과는 표 12와 같았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로는 진료업무,

보건사업, 보건지소 관리업무, 보건교육, 건강증진업무의 순으로 답변하였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그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관리업무, 진료업무, 학술 및 역학조사, 건강증진업무, 보건사업, 보건

교육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 수행해

야겠다고 생각하는 업무로는 보건사업, 보건교육, 진료업무, 건강증진, 학술 및

역학조사, 보건지소 관리업무 등을 들고 있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는

보편적인 업무는 진료업무지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건사업이나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2 주요 업무에 대한 인식비교* 단위 : 명

변 수 현재 업무 비중이 낮은 업무 바람직한 업무

진료업무 181 (98.4) 87 (47.3) 104 (56.5)

보건사업 81 (44.0) 31 (16.8) 145 (78.8)

보건교육 50 (27,2) 23 (12.5) 130 (70.7)

건강증진 26 (14.1) 35 (19.0) 74 (40.2)

학술 및 역학조사 9 ( 4.9) 78 (42.4) 23 (12.5)

보건지소 관리 67 (36.4) 97 (52.7) 20 (10.9)

기 타 2 ( 1.1) 5 ( 2.7) 3 ( 1.6)

* 복수응답, (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 184명에 대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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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관한 인식 중 진료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았다. 우선 진

료업무의 비중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제

외하고는 진료 업무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아예 진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21.7%에 달했다. 현재 진료업무에

대한 지원수준에서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13.6%에 불과하였고, 37.5%가 보통수

준이고, 46.7%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가장 비중

이 높은 업무인 진료업무에 대해 지원이 잘 안되고 있음을 보였다.

표 13. 진료 업무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 )

변 수 세 부 항 목 빈 도

진료 비중에 대한 인식

의료자원 부족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중을 낮춰야 함

130 (70.1)

현 체제 유지 10 ( 5.4)

진료는 하지않는 것이 좋음 40 (21.7)

생각 없음 3 ( 1.6)

무응답 1 ( 1.2)

진료 지원 수준

매우 만족 2 ( 1.2)

만 족 25 (13.6)

보 통 69 (37.5)

불만족 49 (26.6)

매우 불만족 37 (20.1)

무응답 2 ( 1.1)

계 1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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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과 직무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4와 같았다.

우선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대학, 인턴 및 전공의 수련,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서 충분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

진료위주의 교육을 받아 보건사업 등의 수행에 애로가 있거나(49.4% ) 교육은 불

충분하지만 그런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21.7% )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공중보

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진료위주에서 예방 및 보건사업 수행 등으로

변화한다면 본인의 수용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과 보수교

육이 30%선대로 비슷한 수준이고, 대학과정에서부터(28.8% ) 예방 및 보건사업

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대부분(75.5% )이 만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요인으로는 교육내용과 교육횟수에서 가장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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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보수 및 직무 교육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 )

변 수 세 부 항 목 빈 도

업무 수행상

교육지원 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받음 40 (21.7)

환자진료위주의 교육으로 보건사업 등의

수행에 애로가 있음
91 (49.4)

교육 불충분으로 업무수행 곤란 12 ( 6.5)

교육은 불충분하지만 업무수행 가능 40 (21.7)

무응답 1 ( 0.7)

보건사업 등의

수행시

수용 능력

모든 부분에서 수용 가능 22 (11.9)

부분적인 교육 필요 104 (56.5)

전반적인 재교육 필요 47 (25.5)

잘 모름 11 ( 6.1)

교육 강화

요구 부문

대학부터 예방 및 보건사업 내용 강화필요 53 (28.8)

직무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교육 60 (32.6)

보수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교육 56 (30.4)

기 타 15 ( 8.2)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만 족 41 (22.3)

불만족 139 (75.5)

무응답 4 ( 1.7)

불만요인

교육횟수 48 (34.5)

교육기간 11 ( 7.9)

교육장소 6 ( 4.3)

교육내용 66 (47.3)

기 타 8 ( 5.8)

소 계 139 (100.0)

계 1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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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중보 건의사의 역할에 대 한 인식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인식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본인의 역할인식과 공중보건

의사가 보는 지역사회주민의 역할인식,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보는 지역사회 보건관

계자의 역할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답변한 공중보건의사의 연차, 면

허종별, 현재 근무지 및 이전 근무지 등의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았다.

우선, 공중보건의사 본인의 역할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연차, 면허종별, 현재

근무지 및 이전 근무지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하게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의

역할,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의 순으로 답변하였고, 다만, 이전 근무지

가 보건소인 경우가 보건지소인 경우보다 병역의무 이행역할 보다는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나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p< 0.1)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보는 역할인식에서는 압도적으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의 역

할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지역사회 보건관계자가 보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병

역의무 이행역할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답변도 역시 공중보건의사의 면허종별, 현재 근무기관, 이전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연차에 있어서는 3년차에 비해 2년차

가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p< 0.1) 나타났다.

이렇게 현재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공중보건의사 스스로는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 또는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사회 주

민은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로, 지역사회 보건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공중보건의사는 생각하고 있었다.

표 15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대부분(65.2% )의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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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업무와 관 련된 문제점 인식

공중보건의사 제도 관련 문제점 인식에서는 업무 수행상 문제점과 제도상 문

제점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역할인식과 마찬가지로 연차, 면허종별, 현

재 근무기관, 이전 근무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였다.

업무상 문제점으로는 맨 먼저 한시적으로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신분으로 업

무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답변하였고, 농어

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예산과 인원 부족,

상급기관이나 동료 공무원의 비협조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51.1% )의 공중보건

의사들이 규제감시위주의 법 조항을 지적하였으며, 22%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보

수 등 처우 열악을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연령, 면허종별, 근무기관, 이전 근무기관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상

또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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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업무 만족도

가 . 업무 만족 도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만족도를 묻는 13개 항목의 설문결과는 표 17과 같았

다. 지역사회에서의 공중보건의사 역할의 중요성, 지역사회주민과 동료직원과의

관계, 근무지에 대한 만족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이상 수준인 평균 3점대

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보건기관이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와 현재 근무하는 보건소(지소)의 관리·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수

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항목에서 2점대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기능 및 운영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현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는 평균 3점대의 만족도를 보이면서도 나의 직무에

상당히 만족한다는 항목에는 평균 2점대의 만족도를 보임으로써 현재 공중보건의사

의 직무가 중요하지만 현재상태 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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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업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항 목 평균* S.D

나는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55 0.87

나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60 0.69

나는 지역주민과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 3.49 0.68

나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78 0.71

우리 보건기관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2.96 0.89

나는 공중보건 업무에 큰 보탬이 된다 3.14 0.76

나는 나의 현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30 0.84

나는 나의 직무에 상당히 만족한다 2.82 0.91

나는 현재 근무하는 보건소(지소)의 관리·운영이 합리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55 0.90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료들의 도움이 크다 3.34 0.79

우리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2.96 0.81

우리의 지역 주민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2.98 0.72

나는 현재의 근무지에 만족한다 3.26 0.94

종 합 3.21 0.49

* 5점 척도 (1. 매우부정, 2. 부정, 3. 보통, 4. 긍정, 5. 매우긍정)

나 . 특성별 업 무 만족도 비교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만족도를 연차, 면허종별, 현재 근무기관, 이전 근무기관

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8과 같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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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일반적 특성별 업무 만족도 단위 : 점

변 수 세 부 항 목 만족도 F - 값

년 차
2년차 3.24 1.24

3년차 3.16

근무 기관

보건소 3.26 0.69
보건지소 3.19

기 타 3.55

이전 근무 기관

보건소 3.29

0.45보건지소 3.20

기 타 3.21

면허 종별

의사 3.17

1.11치과의사 3.28

한의사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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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변화에 대한 요구도

가 . 변화 요구 도 : 제 도 , 인식 , 신분상 변화

제도변화에 대한 요구도는 제도, 인식, 신분상 변화로 나누어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았다. 변화에 대한 요구도는 총 평균 5점 만점에 4.18점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

별 변화 요구도는 제도, 인식, 신분상 변화에서 각각 4.13점, 4.26점, 4.20점으로 비

슷한 요구도를 보였으며 항목별로는 관련법규의 변화와 지방 정부 인식의 변화에

서 가장 높은 4.60점이었으며, 안정적인 신분상의 변화와 보건소 기능 재정립이

각각 4.48과 4.40점으로 높았다.

표 19. 제도변화에 대한 요구도 단위 : 점

변 수 평 균* S.D 범위

제도의 변화 관련법규의 변화 4.60 0.63 3- 5

사업재정지원 확대 4.20 0.76 2- 5

공보의 교육개선 4.02 0.79 2- 5

보건소 기능재정립 4.40 0.69 3- 5
자치단체의 관리 및 활용능력을 기초
로한 공보의 배치 4.12 0.88 1- 5

대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공보의 배치 3.43 1.17 1- 5

평 균 4.13 0.50
인식의 변화 지방정부 4.60 0.63 3- 5

주 민 4.03 0.80 1- 5
공보의 자신 4.15 0.72 1- 5
평 균 4.26 0.57

개인적 변화 업무수행상 책임 및 권한부여 4.34 0.69 3- 5
안정적인 신분상 변화 4.48 0.65 3- 5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해제 4.31 0.85 2- 5
타업무종사 금지의무 해제 3.68 1.07 1- 5
평 균 4.20 0.57
평 균 4.18 0.41

* 5점척도(1. 전혀 필요없음 2. 필요없음 3. 보통, 4 . 필요, 5 .매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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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특성별 변 화에 대한 요구도

변화 요구도에 있어서 일반적 특성별 비교에서 개인적 변화 요구에 있어 면

허 종별 변화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이외에는 일반적 특성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20).

즉, 면허종별에 따른 개인적 변화요구도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기 시작한 기간이

짧아 개인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변화요구도가 의사나 치과의사보다 높은 반면

치과의사는 타업무 종사금지에 관한 사항과 거의 무관하고, 전역후에도 치과개

원의로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진료위주의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함에 있어 의사

나 한의사보다 불만이 덜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0. 특성별 변화에 대한 요구도 단위 : 점

변 수 세부내용
제도변화 인식변화 개인적변화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연 차
2년차 4.16

1.16
4.26

0.03
4.21

0.11
3년차 4.08 4.25 4.18

근무기관

보건소 4.24

1.03

4.40

0.85

4.26

0.61보건지소 4.12 4.24 4.21

기 타 3.93 4.26 3.95

이전

근무기관

보건소 4.13

1.28

4.33

0.39

4.26

0.91보건지소 4.10 4.287 4.20

기 타 4.29 4.20 4.35

면허종별

의사 4.14

0.26

4.26

0.09

4.28

5.32* *치과의사 4.09 4.24 4.00

한의사 4.21 4.33 4.41

* p < 0.05, ** p< 0.01,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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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1 . 연 구방법 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을 2, 3년차 공중보건의사에 한정하여 설문을 실시하

였다. 물론 공중보건업무에 투입된 지 몇일 안 된 1년차 공중보건의사에게 공

중보건의사 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나 공중보건의

사의 기본적인 역할인식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항목으로라도 설문을 실시함으

로써 직무교육을 마치고 공중보건업무에 막 투입되기 시작한 1년차의 역할인식

등을 조사하여 기존 업무에 익숙해 있는 2, 3년차와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설문을 공중보건의사에 한정해서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보

건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중보건의사 역할 인식 등

의 항목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인식하고 있는 간접적인 역할인식에 대해서만 설문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 보건관계자들의 역할인식을 파

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하면 공중보건의사 본인,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보건관계자들에 대해

각각 설문을 실시하여 세 그룹의 설문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면 좀더 명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공중보건의사가 너무 단일

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업무 만족도 및 제도변화에 대한 요

구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선행 설문내용 등을 참고하였으나 기본적으

로는 공중보건의사 역할 및 업무개선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기존 설문이

대부분 특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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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가지고 설문서를 작성하였던데 대해 본 설문은 공중보건의사의 기본역할

인식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재 제도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향후 제도 변화 요구도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 전 일부 공중보건의사와 전문가에

게 자문을 받았으나 조사표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에 대한 통계학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결과로 볼 때 기대했던 공중보건의사의 역

할 및 제도개선 요구를 검증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조사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설문지 배포 및 수집이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설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일부에서는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설문지 회수율은 64.8%였는데, 이 연구에

서는 응답군과 비응답군의 특성을 알 수 없었으며, 연구대상 지역이나 설문대

상기관도 임의로 2, 3년차가 많은 지역, 즉 도시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중점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이나 민간병원, 사회복지시설, 국가보건기관등에 근무하는 공중보

건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조사된 응답내용

이 이 연구 대상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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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공중보건의사는 집단의 구성원이 비교적 단일하다.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

해 편입되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20대 말에서 30

대초반의 연령수준이고, 근무기관도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대부분으로 근무여건

도 유사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차, 면허종별, 근무기관등 일반적 특성을 통한

비교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업무환경면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인근 행정기관이나 보건기관과의 협조관

계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중보건의사가 병

역의무를 대신하고 있고 한 기관에서 대부분 1년간 근무하는 것이 고작으로 업

무상 권한 부여나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현행 1년 근무후 신규자원 편입시기에 맞춰

대규모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공중보건의사가 특별히 원하지 않

는한 가급적이면 같은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응하

고 동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규제와 감시위주의 공보

의 관리체계도 적극적인 공중보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업무인식 특성면에서는 진료업무가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

무 중 가장 비중 있는 업무이나 그 필요성이 낮은 업무로도 두 번째를 차지하

고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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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업무에 대한 인식비교

진료업무지원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진료비중에 대해서

도 앞으로는 의료자원 부족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중을 낮추거나 공공보건기관에

서는 아예 진료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보

건기관에서의 진료업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예외 보건지소 지정을 위해 2000년 5월현재 시점으

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보건지소 1,270개소중 38.5%인 489개소가 1개이상

의 의료기관이 있는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3개이상의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도 14.3%인 181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

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의 정의, 즉 통

상의 교통수단에 의해 30분이내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추정하면 현재 우

리나라의 교통상황으로 볼 때 강원도 일부 산간지역이나 인천, 전라남도의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료취약지역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기능은 아직도 진료위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세입증대를 통한 기관운영 자립도

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하에 더욱 심화되어 낮은 보험수가를 이용하여 민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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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현상

은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현실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만이라도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업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과제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생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

다.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인식에서 공보의 본인과 지역사회 주민은 가장 높은 비

율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의료 취약지에 파견된 의사라고 답변하였으나 지역

사회 보건의료관계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역할이라고 답변하여 규제와 감시위주의

공보의 관리체계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반해 향후 공중보

건의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사회 보건책임자의

역할을 가장 높은 비율로 들고 있다(그림 2).

그림 2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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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이나 지역사회 보건관계자들에게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과 항상 접하고 있는 와중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 역할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중보건의사들의

기능이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개선되면 자연히 역할인식도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업

무만족도 측면에서도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공공보

건기관의 기능관련 사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만족도가 현재보다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업무 및 기능개선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대학교육과

정이나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면서 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교육은

기 편입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

사에게는 직무교육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 규제감시위주의 관련법규의

변화, 보건소 기능재정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며, 역할인식

에 있어서도 공중보건의사 본인이나 지역주민 보다는 지방정부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고, 개인적 변화에서 근무지이탈금지나 타업무종사금지 보다는 안정

적인 신분상 변화와 업무상 책임 및 권한 부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보건기관과 공중보건의사의 기능재정립과 공중보

건의사 관리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변화요구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연구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

치기관중에서 그 배치 필요성이 낮다고 언급된 바 있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정

부지원 민간병원 등 의사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공중

보건의사의 배치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배치기준도 현행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개소수에 비례한 공중보건의사의 일방적인 배치보다는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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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의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배치인원을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까지 공중보건의사를 배

치하는 문제는 의료자원 부족지역에 의료자원을 공급한다는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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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

중보건의사의 업무 만족도와 변화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전국 24개 시·군 지역

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총 184명(응답율 64.8% ) 이었다. 공중보건의사들

의 현재 및 향후 역할인식 및 교육, 진료 등 업무관련 사항에 기술분석과 χ

2 - test를 실시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변화 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χ

2 - test 및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인식은 의사 스스로는 의료 취약지에 파견된 의

사의 역할수행(38.8% )과 지역사회 보건책임자의 역할(26.2% )을 들었으며, 지역

사회주민의 인식은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의 역할이라고 63.7%가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관련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은 단순히 병역 의무 이행역할로 생각하는 것으로 느낌으로서 역할 인식의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향후 바람직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역할로는

65.2%가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업무는 진료업무

(98.4% ), 보건 사업(44.0% ), 그리고 보건지소 관리(36.4% )의 순이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업무로는 보건사업이 가장 높은 78.8% , 보건 교육(70.7% ), 그리고 진

료 업무가 56.5%로, 향후에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중을 낮

추고 보건사업이나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수행해야 한다

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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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은 56.3%가 환자진료위주

의 교육을 받거나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건 사업 등 바람직

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82.9%가 전반적인 혹은 부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자가 92.9% 있었으

며, 현행 보수교육에 불만족 하는 공중보건의사의 81.8%가 교육 내용과 횟수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에 대한 총만족도는 41.71점이었으며(평균 3.21), 각 항목 만족도에

서는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항목과 나는 공중보건

의사로의 직무에 충실하다 가 가장 높은 3.55점과 3.60점이었으며, 보건기관이 지

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와 직무 만족도 관련 항목에서 2.98

점, 2.82점으로 가장 낮았다(5점 만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연령, 근무기관, 면

허종별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변화에 대한 요구도는 13항목 총 평균은 5점 만점에 4.18점으로 변화

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각

부문별 변화 요구도는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변화는 각각

4.13점, 4.26점, 4 .20점으로 비슷한 요구도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공중보건의사제

도 관련법규의 변화와 지방 정부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높은 4.60점이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안정적인 신분상의 변화와 보건소 기

능 재정립이 각각 4.48과 4.40점으로 높았다. 변화 요구도에 있어서 일반적 특

성별 비교에서 개인적 변화 요구에 있어 면허 종별 변화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것 이외에는 일반적 특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인식, 만족도 및 제도 변화 요구도를 측정함

으로써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정책적 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역

사회 보건의료관계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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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상적인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 사회인식의 변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의 개

인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

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중보

건의사가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및 기능을 진료업무를 주로 하는 의료취약지에

파견된 의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건사업과 보건교육, 건강증진 업무를 주로 수

행하는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규

제위주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제도를 업무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및 기능개선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재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보수

교육 횟수를 늘리고 내용도 보건사업 관련 사항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중 시지역에 소재하는 정부지원 민간병

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

의 배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행 지역보건의료 기관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공중보건의사 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능력 및 보건사업 수행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여 그 결과를 기초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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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서 >

공 중 보 건의 사 제 도 개선 방 안 관련 설 문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을 전공하고 있는 이재란입니다.

본 설문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개선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원 논문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란 올림

I. 다 음은 응답 자의 일반 적 사 항입 니다 .

1. 선생님의 나이는 ? 만 ( )세

2. 선생님의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결혼 ② 미혼

3. 선생님께서 현재 주로 거주하는 곳은 다음 중 어느 곳입니까?

① 근무기관내 관사에 거주 ② 근무기관 소재 읍면동 거주

③ 근무기관 소재지 시·군지역 거주 ④ 근무기관 소재지와 다른 시군 거주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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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선생님께서 공중보건의사 몇 년차에 해당되십니까 ?

① 2년차 ② 3년차

5. 선생님의 면허종별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의과 전문의 ② 의과 일반의 ③ 의과 인턴

④ 치과 전문의 ⑤ 치과 일반의 ⑥ 치과 인터

5- 1. 전문의인 경우 전문 과목은 무엇입니까? ( )

6. 선생님께서 현재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충청북도 ④충청남도

⑤ 전라북도 ⑥ 전라남도 ⑦ 경상북도 ⑧경상남도

7. 현재 근무 중인 근무기관의 형태는?

① 보건소 ② 보건지소 ③ 기타 ( )

8 . 현 근무기관에 부임하기 직전에 근무하던 기관의 형태는 ?

① 보건소 ② 보건지소 ③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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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다음 사 항은 공 중보 건의 사로 의 인식 과 업무 만 족도 에 관한 항

목 입니 다 . 평소 느 끼거 나 생각 하던 바 에 가장 가 까운 번 호에

대 답하 여 주 십시 요 .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1. 나는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

3. 나는 지역주민과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

4. 나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5. 우리 보건기관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

한다고 생각한다

6. 나는 공중보건 업무에 큰 보탬이 된다

7. 나는 나의 현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나의 직무에 상당히 만족한다

9. 나는 현재 근무하는 보건소(지소)의 관리·운

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료들의 도움이 크다

11. 우리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12. 우리의 지역 주민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13. 나는 현재의 근무지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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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재 공중 보건 의사 로서 의 업 무에 관련 된 항 목들 입니 다 .

1. 현재 근무기관에 함께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 )명

2. 각 종사자간의 업무 분담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잘 되고 있다 ② 업무에 따라 잘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것도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되지 않고 있다

3. 관할지역내 각 보건의료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1 시 · 군 청 ,

읍면사무소

① 잘되고 있음 ② 그저 그렇다 ③ 잘되지 않음 ④ 해당없음

3- 2 보건소, 보

건지소

① 잘되고 있음 ② 그저 그렇다 ③ 잘되지 않음 ④ 해당없음

3- 3 시공립병원 ① 잘되고 있음 ② 그저 그렇다 ③ 잘되지 않음 ④ 해당없음

3- 4 민간병의원 ① 잘되고 있음 ② 그저 그렇다 ③ 잘되지 않음 ④ 해당없음

4.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

② 의료취약지역에 파견된 의사로서의 역할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할

④ 위의 모든 항목에 해당됨

5. 지역사회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

② 의료취약지역에 파견된 의사로서의 역할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할

④ 위의 모든 항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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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같은 근무지에 종사하는 보건인력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

② 의료취약지역에 파견된 의사로서의 역할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할

④ 위의 모든 항목에 해당됨

7. 다음 중 공중보건의사로서 본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

(있는대로 고르시오)

① 진료업무 ② 보건사업 ③ 보건교육 ④ 건강증진

⑤ 학술 및 역학 조사 ⑥ 보건지소 관리업무 ⑦ 기타 ( )

8 .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본인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 수행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 (순서대로 1, 2, 3 세가지만 고르시오)

① 진료업무 ② 보건사업 ③ 보건교육 ④ 건강증진

⑤ 학술 및 역학 조사 ⑥ 보건지소 관리업무 ⑦ 기타 ( )

9. 현재 담당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순서대로 1, 2, 3 세가지만 고르시오)

① 진료업무 ② 보건사업 ③ 보건교육 ④ 건강증진

⑤ 학술 및 역학 조사 ⑥ 보건지소 관리업무 ⑦ 기타 ( )

10. 본인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대학, 수련생활, 공중보건의

사 직무교육등에서)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실한 교육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환자 진료위주의 교육을 받아 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다.

③ 교육이 불충분하여 환자진료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었다.

④ 교육은 불충분했지만 선배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그런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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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진료업무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진료비중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향)

① 지역에 따라 의료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은 유지하고 다른 곳은

그 비중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② 현 체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④ 아무 생각 없다

12. 현재 보건소(지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데 공급되는 인적 및 물적 지원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단히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이다. ⑤ 대단히 불만족이다.

13. 현재 공중보건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② 3년간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신분으로 업무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지않은 점

③ 공중보건의사를 담당하는 상급기관 공무원들의 관리능력 부족

④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⑤ 예산과 인원 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

14.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법조항이 규제와 감시 위주로 되어있음.

② 보건사업 수행 등 적극적 활동에 대해 보장해주지 못함

③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나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점

④ 보수를 비롯한 각종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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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기관 중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 (있는대로 고르시오)

① 보건소 ② 보건지소 ③ 공공병원 ④ 정부지원민간병원 ⑤ 병원선

⑥ 이동진료반 ⑦ 복지시설 ⑧ 교도소 ⑨ 보건기관 및 단체

⑩ 응급환자정보센타 ⑪ 의료취약지 병원 ⑫ 국공립특수연구기관

16.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지 못하다

※ ①번에 답하신 분은 15번으로, ②번에 답하신 분은 14- 1번으로 가세요

14- 1.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

① 교육횟수 ② 교육 기간 ③ 교육장소 ④ 교육 내용

⑤ 기 타 ( )

15.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의 개선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횟수를 늘려야 한다 ② 교육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자질 있는 교수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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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다 음은 공 중보 건의 사제 도의 변화 와 관련 된 사항 입니 다 . 평 소

에 생각 하시 는 바 를 솔 직히 대답 해 주 시면 감사 하겠 습니 다 .

1.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공중보건의 제도가 세월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는데,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2- 1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

2- 2 지방 정부의 인식 변화

2- 3 법규내용의 변화

2- 3 주민의 인식 변화

2- 4 공보의 본인의 인식 변화

2- 5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2- 6 공보의에 대한 교육 개선

2- 7 업무수행에 따른 권한 확대

3. 공중보건의사로서 개인적인 변화가 필요한 정도를 표시하세요.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3- 1 업무수행상 책임 및 권한부여

3- 2 안정적인 신분상 변화

3-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해제

3- 4 타업무종사 금지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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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보건의와 관련되어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구체적 사항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4- 1 농특법 대체 입법안 마련

4- 2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

4- 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활용

능력을 기초로 한 공보의 배치

4- 4 대도시 저소득 밀집지역등에

도 공보의 배치

5.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향후 정립해야 할 바람직한 공중

보건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사회 보건책임자로서의 역할

② 의료취약지역에 파견된 의사로서의 역할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할

④ 위의 모든 항목에 해당됨

6. 향후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순서대로 1, 2, 3 세가지만 선택하시오)

① 진료업무 ② 보건사업 ③ 보건교육 ④ 건강증진

⑤ 학술 및 역학 조사 ⑦ 지역사회진단 ⑧ 지역보건의료계획

⑨ 보건지소 관리업무 ⑩ 기타 ( )

7 .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진료위주에서 예방 및 보건사업 수행등으로 변화한다

면 본인의 수용 능력은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십니까?

① 변화에 따른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부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겠지만 별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변화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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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 예방 및 보건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면 다음중 어느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예방 및 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③ 공중보건의사로 근무시에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④ 기타의견 ( )

협 조해 주 셔 서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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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t

S tu dy on P ub lic H e alth D o ctors :

Job S at is f ac t ion R at e an d D em an d for Ch an g e s

Yi, Jae Ran

Gradu ate Sch ool of

Health S cien ce and M an agem ent

Yon sei Univ er sity

(A dv isor : Professor Ch o, W oo Hy on M .D ., Dr .P .H .)

T his study w as carr ied out to enh an ce g eneral sy stem relat in g t o public

h ealth doct or s . T h eir job satisfact ion an d dem an d for ch ang es w ere

ex am ined . 184 public h ealth doctor s w h o stationed in h ealth offices an d post s

am on g th e chosen 24 distr ict s (cit ies an d counties ) w ere surv ey ed with

postal qu estionnaires . Respon se rat e w as 64.8% .

T h e descr ipt ed analy sis an d x 2 - test w ere condu cted to an aly ze job - r elated

areas su ch as role, edu cation and m edical services . ANOVA an d x 2 - t est w ere

condu cted to an aly ze job sat isfaction rate an d the ran ge of th e dem an d for

ch an ges in th e sy stem .

Main findin g s are as follow s .

1. T he role of public h ealth doctor s .

T h ere ar e differ ent perception s about public h ealth doct or , b etw een public

h ealth officer s and comm unity people . W hile the public h ealthl docto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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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sidered them selv es a s m edical doct or s or comm unity h ealth profession als

w ho w ere dispatch ed t o cer tain area s in order to fulfill the sh ortag e of

cer tain m edical m anpow er , the local resident s local r esident s reg arded th em

as a per son w h o serv ed his m ilitary duty in th e field of m edicin e .

2. T he public h ealth doctor s indicated that the m ost important dut ies at

th e present w ere the clinical services , health services an d com munity h ealth

post m anagem ent . How ev er , public h ealth doctor s select ed health services ,

h ealth edu cation , an d m edical car e a s their ideal duties . T hu s , it is ex pected

th at the public h ealth doctor s m ainly carry out h ealth services an d health

education , as w ell as carryin g out m edical care, in ar eas ex periencing a

sh ortag e of m edical r esources in the future .

3. T hey felt th at th eir edu cation w as pat ient - or iented and not sufficient

for th e com munity h ealth care provider s . T h ey su gg est ed that educat ion al

program m e w as necessary in ov erall or som e part s of com munity h ealth care

services .

4. Ov erall satisfact ion on th eir job rat ed m oderate . T w o item s of "T h e

role of public health doctor s in local com munity is important " an d "I fulfill

m y duty as a public health doctor s " scored the highest point s r espect iv ely .

How ev er , the it em s ," Health in stitut ion s m eet th e n eeds of m edical service in

local com munity " an d "job as signm ent " th e low est point s . T h ere w ere n o

significance am ong ag e, service period, and type of m edical licen se .

5. T h e av erag e score of 13 item s on the dem an d for chan g e w as

comparably high , 4.18 point s (5 being the m ax im um ), indicated th at ther e

w ere st rong need for ch ang e . T he clas sified areas such as sy stem ,

perception an d per son al lev el w ere r at ed as 4.13, 4.26 an d 4.20. Breakdow n

of it em s are as follow s : ch an ge in rules and regulat ion s r elat ed to public

h ealth doctor sy st em an d the n eed t o ch ang e th e recognit ion of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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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ov ernm ent s tow ard public h ealth doct or s scored 4.60, the reestablishm ent of

officer s ' st atu s scored 4.48, an d the reestablishm ent of the fun ction of health

offices scored 4.40.

T h e result s of this stu dy sh ow ed th e perception of role, job satisfaction

rate, dem an d for ch an ges am on g public h ealth doct or s and provided the basic

data for the im prov em ent in the g en eral health care sy stem . How ev er , to

dev elop th e m ore reason able comm unity h ealth policy , it is n ecessary t o

carry out th e fur th er studies on opinion s of centr al gov ernm ent , local

comm unities an d those w ho are eng ag ed in the area of m edical services . In

conclu sion , to raise th e job satisfaction and m aintain an ideal sy stem of

public h ealth doct or s , it is necessary t o m ak e ch an ges in the sy stem , social

cognit ion t ow ards th em , an d per son al cognit ion tow ards them selv es . T o m eet

comm unity n eed for health , it is im portant to r eest ablish the funct ion of local

h ealth in stitu tion s . It is also neces sary to creat e an env ironm ent w here public

h ealth doctor s can expres s their ideas and be fully in charg e of public h ealth

in local com munit ies .

Key w ord : public health doctor s , per ception of th e role, job satisfact ion ,

dem an d for chan g e of sy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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