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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율성 및 관련요인 분석

   본 연구는 일차보건의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율성

을 평가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보건진료원의 특성 및 제반환경 특성 요인을 분

석하여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세 개 도에 소재한 보건진료소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표

출한 177개 보건진료소이다. 자료수집은 이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177명의 보

건진료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효율성 측정을 위해 투입변수로 보건사업운 비와 인건비를 설정하 으며 산

출변수로는 보건진료소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집단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 특수사업건수를 조사하 다. 한편, 보건진료소 효율성

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보건진료소 환경적 특

성, 보건진료소 사업 지원 정도 등의 요인을 분석하 다.  

   자료수집은 2003년 9월 20일에서 11월 5일까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루

어졌으며,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이 사용되었고 효율

성에 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t 테스트(또는 χ2 테스트)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177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 비 및 보건사업비는 평균 2,010만원으

로 최소 303만원에서 최대 7,099만원까지 투입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진료소의 인

건비는 평균 3,361만원이었으며 최소 2,000만원 최대 5,117만원이었다. 

   2. 대상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수행건수는 내소자수 280명, 가정방문건수 28.8건, 

전화상담건수 28.4건, 집단보건교육건수 154건이었으며,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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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평균 73.8%이었다. 

   3. 효율성 측정결과 조사대상 보건진료소 177개의 효율성은 규모수익고정을 전

제로 했을 때 모형1에서 평균 0.75, 모형2에서 평균 0.62 으며, 효율치 1에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모형1에서 26개(14.7%), 모형2에서 17개(9.6%) 다. 규모수익가변을 

전제로 하 을 경우 효율치 1에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모형1에서 42개(23.7%), 모

형2에서 27개 (15.3%) 으며 평균은 각각 0.82와 0.78이었다.     

   4. 단순분석에서 보건진료원의 연령과 직무수행능력, 만성질환자 비율, 보건진

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 등이 보건진료소 효율성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 지방의회의 지원정도, 보건소와

의 협력정도, 운 협의회 협력정도가 보건진료소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모형1에서 보면, 보건진료원의 업무관련 보

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효율적

이었다.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에서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이 C도 일 경우 A지

역인 경우보다 효율적이었으며, 만성질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적이었다. 또한, 지방의회의 협조정도

가 클수록, 운 협의회 협력정도가 클수록 효율적이었다. 모형2에서는, 보건진료원

이 학사학위를 소지하 을 경우, 업무관련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이 C도 일 경우 A지역인 경우보다 효율적이었으며 보건진료소를 1순위

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적이었다.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효율적으로 운 되기 위해

서는 보건진료원의 전문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

성질환관리 위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것이다.

핵심어: 보건진료소, 상대적 효율성, 자료포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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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자유시장원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에서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의 문제는 잔존하며, 소외층에 대한 질과 접근성

은 민간보다는 공공 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

달체계 중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두 가지 하위체계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행정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

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주민 모두를 위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

진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의해 일차보건의료를 실시하고자 1981년부터 실시된 보건진료원제도에 

따라 설립된 일차보건의료 조직이다(김화중, 1998). 보건진료원제도는 보건의료 취

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하나의 보건의료

사업으로써, 일차보건의료의 이론적 근거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욕구충족이라

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구축되었다. 즉, 보건소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행정

적 업무 및 건강관리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행정 

및 사업기관인 반면, 보건진료소는 자격을 갖춘 보건진료원이 일정의 진료업무가 

포함된 일차보건의료를 지역사회주민의 참여하에 수행하는 보건사업 수행기관이

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데 보건진료소가 더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 

사업에 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단위의 보건사업 중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 호 등, 2002: 박춘나, 2001: 이운아, 2000: 현대정치경제연구

소, 1999: 이명순, 1999: 김화중,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경제적 위기상황 

이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1996년 2.043개소에 이르던 것이 2003년 3월 현재 

전국 1895개소로 축소된 상태이다. 한편, 우리의 보건의료환경이 전 국민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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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 교통 수단의 발달, 종합병원 및 의원수의 증가 등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자

를 지역사회에서 돌보아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의 역할 및 기능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 다고 할 수 있는데, 박운나 등(2001)의 

연구에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지리적ㆍ경제적 여건에 의해 보

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및 의료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 다. 따라서, 일차보건의료의 철학은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주민에게 필

수적이고 기본적인 보건의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진료소 기능

과 역할을 제고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한명수, 1998).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지

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기능과 역할의 제

고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 하고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평가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박 희 등, 2000: 김모임, 

1992). 또한, 진료위주의 평가가 아닌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서비

스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정연강, 1996). 

    

    보건의료사업의 수행에는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한 사전 계획과, 사업수행중의 평가 및 수행후의 평가가 필요하다(김정순, 1998).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평가는 수용성(acceptabilit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환류과정을 통해 평가결과가 다시 계획에 반

이 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들

어 공공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건강관리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성 평

가 및 효율성 평가에 의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보건의료서

비스 관련 정부기구들은 정책결정을 할 때 비용-효과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고려 중에 있다(Shi 등, 2000). 

따라서 이런 정책적ㆍ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과 최종 

산출물인 ‘건강증진상 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평가뿐 아니라, 

나아가 ‘투입요소’와 중간산물인 ‘성과’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운  효율성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서 건강증진상의 효과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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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며(Garcia, 1999: 김모임, 1992), 중간산출물인 서비스량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Valdmanis, 1992). 왜냐하면 보건진료소와 같이 단일 사

업이 아닌 여러 측면의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건강증진상의 효

과를 직접적으로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은 비 리성 뿐만 아니라 투입요소 및 산

출요소의 다양성, 투입비용과 수입산정의 어려움, 절대적 시장가격의 부재와 각 사

업 역간 특수성으로 인해 역간의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Garcia, 1999: 박창제, 

1996)고 인식되고 있다. 한편, 성과평가에 있어서 바람직성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 

또는 원인과 효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준거집단을 활용하고 

있다(김원진, 2002). 일반적으로 서로 별개인 보건의료체계(또는 사업)를 비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하나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로 상대적인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은 그 보건의료

체계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덜 효율적인 조직은 무엇이며, 준거집단을 통해 비효

율적인 기관이 효율적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건강수준(질병수준)의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포괄적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소외지역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 제공

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의, 양적인 변수뿐 아니라 

질적인 변수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폐쇄조직이 아니라 개방조직으로서 조

직 자체 내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으며, 정치적, 

경제적 욕구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하므로(Shi 등, 2000; Lefkowitz 

등, 1999),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그 향요인이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진료소의 사업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정적, 물리적 지원

을 전제로 하고, 지역사회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반 요인들의 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건진료원의 업무행위 및 주

민만족도 등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평가연구로써 이경호(1993)와 이태화 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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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경제성 분석이 있었고,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평

가한 연구가 있었으나(홍여신 등, 1999),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 사업

의 효율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통해 일차보

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 사업을 구성하는 투입과 산출요소를 통해 각 보건

진료의 효율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각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이 내부요

인 및 외부 환경적 맥락에 어떻게 향을 받는지 함께 분석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提高)를 위한 정책설정에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차보건의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

율성을 평가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보건진료원의 특성 및 제반환경 특성 요인

을 분석하여 보건진료소 사업의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마련

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과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보건진료소 사업의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를 파악한다.

   셋째, 각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다.

   넷째, 각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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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보건진료소: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치

역에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며, 보건진료원

은 보건진료소에 공식적으로 근무하는 유일한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과

정을 거친 간호사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2) 효율성: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자료포락분석에서 효율성은, 일정의 산출량을 생

산하기 위해 최적의 투입요소를 갖는 조직단위와 피분석조직단위의 투입요소의 

비율로 측정되었거나 일정의 투입요소로 최대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조직단위와 

피분석조직단위의 산출량의 비율로 측정되며(Fizel, 1992), 기술적 효율성과 순수기

술적 효율성, 규모효율성 등으로 제시된다. 각 효율성은 유사한 투입 및 산출구조

를 갖는 의사결정조직간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료포락분석결과 

효율적 프런티어(“1”)에 도달한 집단과 각 집단의 효율성 정도(0이상 1.00미만)가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은 인건비 및 사업운 비의 투입요소와,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집단교육건수, 특수사업수 등의 수행건수

와,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를 산출요소로 하여 측정되었다. 자료포락분석 결과 

각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정도가 0-1까지 제시되었는데, 효율치가 1을 나타냈을 경

우 상대적으로 효율치에 도달한 것이며, 0이상에서 1 미만의 수치를 갖는 보건진

료소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

Ⅱ. 문헌고찰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관련 문헌들은 먼저 보건진료소에 관한 내

용을 살펴본 후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내용, 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성 및 

효율성에 향을 및 미치는 요인들 순서로 고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료포락분석

(DEA)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DEA는 연구목적을 위한 하나의 

분석도구일 뿐 주요 논의대상이 아니기에 적용상의 논란과 관련된 집중적인 고찰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보건진료소 제도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해 일차보건의료를 실시하고자 1981년부터 실시

된 보건진료소제도에 따라 설립된 일차보건의료 조직이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하

부체계이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차보건의료를 

살펴보고 보건진료소제도의 배경,  구조 및 기능을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1) 일차보건의료

      일차보건의료는 1920년경 국의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하는 

의사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는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가 국가보건제도에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의료의 기술적 수준이 높은 이차, 삼차

에 대비되며, 가능한 한 사람들이 가까이 살며 일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를 의미하 다(Shi & Singh, 1998: 문옥륜, 1996). 

한편, 1953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모자보건, 전염병관리, 환경위생, 통계를 

위한 기록유지, 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건강사업을 제시하 는데, 지역사회의 

참여부족,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미흡, 건강생활의 실천 부족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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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접근절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WHO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건강보장(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을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일차보건의료의 개념을 확대ㆍ강화시켜 제시하게 된 것이다. 

      WHO에서 제시한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개인, 가족에게 과학적이고 

실제적이며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필수 보건의료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의 건강권

과 보건의료에 대한 평등권,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 한편, 지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가능해야 하며, 쉽

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지불능력에 맞는 수가로 제공되어야 함을 접근방법으로 하고있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건강과 질병

을 대립의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건강하지 못함의 연속선상에 질병은 

어느 위치에든 있을 수 있는 건강문제이며, 따라서 건강은 상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질병을 포함한 건강문제를 일차건강문제, 이차 및 삼차 

건강문제로 분류하고 각 수준의 해결전략을 일차보건의료, 이차 및 삼차보건의료

라고 하 는데, 지구상의 건강문제의 85%이상은 일차보건의료를 통해 해결가능하

다고 보았다(김화중, 1998). 한편, Kleczkowski 등(1984)은 일차보건의료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일차보건의료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지역내 주민

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개인과 가족들이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은 지역사회나 국

가가 자립과 자결정신에 기초해 어느 발전단계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렴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가족, 주민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주민들

이 실제 사는 곳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으로써 보건의료의 이용과정의 첫 단

계를 이룬다. 결국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발전의 중요한 

부분이자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능과 핵심을 이루게 된다.’ 

  

      비록 일차보건의료가 보건의료로부터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각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보

건의료이면서 치료위주의 서비스가 아니라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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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이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즉,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보건개발(health development),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까지를 포함하게 된다(조원정 등, 2003: 김화중, 1998: 강복수, 1988). 

즉, 필수적인 보건의료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건강수준 및 

건강요구,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규정된 포괄적인 내용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WHO는 일차보건의료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요소로써 보건교육, 식량의 

공급과 적절한 양 증진, 안전한 식수 제공과 기본 위생 관리,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예방접종, 지방병 예방 및 관리, 통상질환과 상해 치료, 정신보건 증진, 

기본약 제공 9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 지역사회에 맞는 필수적인 보건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9가지 필수요소 뿐 아니라 필수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속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는 보건진료소제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네가지 하위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김화중, 1998), 이중 

보건진료소는 일차보건의료의 내용을 가장 잘 반 한 보건의료체계라고 할 수 있

다. 

2) 보건진료소사업

      보건진료소 제도는 일차보건의료의 이론적 근거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

료욕구충족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하나의 보건의료사업이다. 따라서 

보건진료소는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이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하부체계이

며,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취약의료지역에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

지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의료행위가 허용된 지역사회에서 일차보

건의료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조원정 등, 1988).

      보건진료소 제도는 1978년 알마타 선언이 있기전인 1976년 한국보건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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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기구가 발족되고 WHO, AID, UNICEF 등으로부터 기술자원을 확보하면서 

개발되게 되었다. 이후1978년 7월 강원 홍천군(산간지역 표본형), 경북 군위군(산

간평야지역 겸존형), 전북 옥구군(평야지역 표본형)에서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

었는데, 이때 33명의 간호사의 간호사에게 1년의 교육과정을 받은 33명의 간호사

가 보건진료원이란 명칭으로 배치되었다. 1981년 3월 보건진료원을 양성하기 위한 

6개월 과정의 직무교육이 시작되었고, 1981년 10월 전국 360개 보건진료소에 보건

진료원 배치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게 되었다. 즉, 보건진료소제도는 1978

년 알마타선언에서 확인되었던 일차보건의료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1980년 제

정된 농특법을 법적 기반으로 한(조원정 등, 2003: 김화중, 1998) 제도라고 하겠다. 

이후 보건진료소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1996년에는 전국에 

2.043개의 보건진료소가 존재하게 되었으나, 1997년 경제위기상황을 거치면서 통폐

합의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 현재 1895개소에서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하부체계로서 보건진료소는 특정의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되

는 데, 구조에 있어서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준하

여 설정된 구조가 전국 보건진료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먼저 구조

적인 측면을 보면,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진료소운 협의회, 마을건강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운 협의회와 마을건강원은 제외하고 

보건진료소장 1인 구조로 보기도 한다(그림1). 보건진료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이라는 새로운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맡게되며, 지자체의 

재정적 협조와 보건소의 기술적 지원하에 보건진료소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

진료소운 협의회 및 마을건강원은 일차보건의료의 지역주민의 참여를 반 한 것

으로써 전자는 농특법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관리․운 을 위임

받아 무보수로 맡고 있으며 각 리동 단위에서 1∼2명,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반면, 마을건강원은 리ㆍ동단위마다 1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보건진료원으로부터 교육받은 일반적인 보건상식에 대한 실천 등

으로 보건진료소의 보건사업 수행에 큰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부녀) 지도자이다

(www.chpo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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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협의회             보건진료소장(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 운                      

    - 보건진료소 운 에                                       

      관한 건의                                       마을건강원

                                                      - 정보제공자의 역할

                               지역사회 주민   

                         < 그림 1 > 보건진료소 운  구조 

      보건진료소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며, 업

무의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얻기 위하여 운 이 민간에 위탁된 방식을 취하

고 있다(cafe.daum.net/min9593). 즉,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취하고 있

으므로 자체수입으로 운 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 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 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장비 및 의

약품의 구입은 보건진료소 운 협의회 기금으로 구입하되 보건소 공급체계 또는 

자체적으로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예방접종약, 보건교육자료, 시청각 

기자재,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공급은 상위기관으로

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건물 신축 및 장비비 지원은 국비 2/3와 지방비 1/3로 이

루어지는데 지방비는 지자체 단체와 지방의회의 협조하에 결정이 된다(보건진료소 

관리운 법규, 1995).   

      김진순(2002)은 오 호 등과의 공동연구에서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

진료소의 기능을 지역사회조직 및 활동, 사업계획수립, 보건정보체계 개발, 지역사

회 보건, 모자보건 관리 및 가족계획, 통상질환 관리, 사업운 관리 및 기술지도, 

재활관리 그리고 가정간호관리 등 9가지로 확인한 바이다. 이것은 1982년 7개 

역에 비해 가정간호관리와 재활관리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1994년에 확정된 것과 

동일하다. 보건진료소 설립당시의 모자보건 양 및 가족계획, 진료, 지역사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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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기타보건사업 3개 역이었다. 또한, 김진순(2002)은 보건진료소의 각 기

능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진료원은 41개의 직무, 179개의 직무요소를 갖게 

된다고 하 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명숙(1989)은 보건진료

원의 업무 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건진료원의 기능을 10개 역으로 나누었

는데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성보건관리, 

유아 보건관리, 가족계획사업, 통상질환관리, 사업운 관리, 보건인력활용 및 지도, 

보건정보 체계 운용 등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01년 보건진료소 서비스 유

형의 합리적 조절을 위해 보건진료소 관리운 규정을 개정하 는데, 보건교육, 모

성보건, 유아보건, 가족계획, 진료, 결핵관리, 학교보건, 기타 등에서 건강증진관

리, 일차진료, 모자보건, 결핵관리, 방문진료, 기타 등으로 서비스 역을 변화시켰

다(보건복지부 자료, 2001).  

      이와 같이 보건진료소의 사업은 일차보건의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건강증진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건강증진을 보건진료원의 활동 역의 가

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보건의료 틀에서 건강증진이 어떻게 

반 되어 보건진료소 사업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지는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

3) 보건진료소 사업관련 평가연구

      보건사업에 있어서 평가는 환류과정을 통해 다시 계획에 반 이 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보건의료사업의 평가를 위

한 모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Conrad(2002)는 활동량(effort), 성과

(performance), 적절성(adequacy), 효율성(efficiency), 과정(process) 다섯가지 측면

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하 다. 첫째, 활동량(effort)의 평가는 실제 수행한 

세부 활동의 양에 대한 평가이며, 둘째, 성과(performance)의 평가는 보건사업을 

통해 성취된 정도에 대한 평가이고, 셋째, 적절성(adequacy)의 평가는 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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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한 것에 비해 충분한 지에 대한 평가이다. 넷째, 효율성(efficiency)은 사업

에 소요된 자원에 비해 활동량이나 성과가 경제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

섯째, 과정(process)분석은 사업의 세부활동 과정 및 부작용 여부등을 분석하는 것

이다. 한편, Turnock(1997)은 보건의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 는데, 설립취지 및 핵심기능, 투입, 운 과정, 산출 및 최종산출

(또는 결과)등의 보건의료 구성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 다. 

Handler 등(2002)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들이 제반 보건

의료환경의 맥락에 어떻게 향을 받는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보건의료의 최종 산출물은 대상자 측면에서 건강수준의 향상을 말하는 반면, 제공

자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들수 있다고 하 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용도와 관련된 연구(박

춘나 등, 2002: 이운아 등, 2000),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박 희 등, 2000: 석민현, 이순례, 1999: 이미자, 1998: 1993: 윤석옥, 1993) 등 이

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관할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용

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었다. 그 후 타 보건의료기관이 관할지역내에 들어서기

도 하 으나, 여전히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이 되고 

있다.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의 93%정도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보건진료소를 꼽았으며(고일선 등, 2003), 보건진료소 이용률은 85%에 

이르고 있다(이운아, 2000). 한편, 박 희 등(2000)은 운 상황보고서를 근거로 경

북도 소재 보건진료소의 활동상황을 추정하 는데, 단순히 서비스 건수로만 보았

을 때 일차진료, 건강증진관리, 모자보건, 결핵관리, 방문보건 다섯 개 활동 역 중 

건강증진 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일차진료 다. 또한 1996년-1999년 동안 

각 활동 역별로 구체적인 활동내용의 변화추이를 파악하 는데, 일차진료 역의 

진찰 및 투약관리와 검사가 가장 많이 증가하 고 다음으로 건강증진관리 역의 

성인병 및 만성질환, 노인건강, 일반질환상담의 증가정도가 컸다. 반면, 객담수집 

및 의뢰, 치료종결 및 퇴록 등 결핵관리 역은 감소하 으며 모자보건 역은 아

주 미미한 증가를 보 다. 그러나 모든 역의 활동이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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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로써는 보건진료소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면서 목

표에 대한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았으며(송미숙 등, 2002: 김경자, 2001: 

유 숙, 2001: 김오자, 2000: 유용문, 2000: 박 미, 2000: 현 순, 2000), 사업에 대

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파악하여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에는 이경호(1993)의 보

건진료원 제도의 경제성분석, 최근 들어 박윤경(2001)의 보건진료소 편익분석, 이

태화 등(2002)이 보건진료원 활동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이경호

의 연구에서 보건진료소의 편익-비용비는 1.86이었고, 이태화 등(2002)의 연구에서 

보건진료원 활동의 편익-비용비는 2.20으로 나타났는데, 보통 편익-비용비가 1 이

상이거나 순편익-비용이 양으로 나올 경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때 보건진료

소 사업이 매우 경제적인 것임을 입증하 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런 인적자본접

근법이 지불의사접근법에 비해 두배 정도로 효과가 크게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박윤경, 2001) 보건진료소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은 크다고 하겠다. 

      김모임(1992)은 기존의 연구논문을 자료로 하여 보건진료원이 제공한 일차

건강관리사업을 과정, 향 및 결과로 나누어 총체적 평가를 한바 있는데, 과정평

가에서는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 및 서비스 제공방법, 근무환경, 보건진료소 운  

등이 항목으로 설정되었으며, 향평가에서는 건강행위 변화가 항목으로 설정되었

다. 그리고 결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치료서비스 이용도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평

가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도 지적하 듯이 평가항목에 관한 자료의 미비와 연구방

법상의 취약성 때문에 평가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로서 보건진료소는 다양한 내부 및 외부의 요인들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경호(1993)는 경제적 효율

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으며, 이명숙(1989)은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  

김 임(1988)은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 다. 권명순(2003)은 고혈압관리사업에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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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개설이후 경제ㆍ사회적 환경 및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함께 

보건진료소의 존재의미에 대한 사회적 회의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공공사

업으로 인정되면서도 폐쇄되거나 보건진료원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의 평가 연구들은 보건진료소 전체를 하나로 간

주함으로써 보건진료소 각각의 효율성 또는 비효율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한

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는 민간의료와 경쟁관계보다는 협력관계이

어야 하므로, 향후 정책적 제고를 위한 평가연구에서 이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는 효율성, 효과성 뿐만 아니

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단순히 양적 변수에 의한 경

제성 분석 및 효율성 분석으로 전체가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각 보건진료소에 

대해 경제적 및 운 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이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보건의료사업이란 보건학적 지식과 보건정책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모든 방법 및 행태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사업

의 수행에는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결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김정순, 1998: 김모임, 1992). 보건사업의 

평가란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관계, 계획된 목표의 달성정도, 그리고 계획된 투입

량과 실제 투입된 양과의 비교 등을 수용성(acceptability), 효율성(efficiency), 효

과성(effectiveness) 측면에서 결정하는 절차이며(Holland, 1983: 김모임, 1992에서 

재인용), 환류과정을 통해 평가결과가 다시 계획에 반 이 됨으로써 더욱 합리적

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IOM(Institute of Medicine)은 효율

성(Efficiency), 안전성(Safety), 효과성(Effectiveness), 정시성(Timeliness), 환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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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Patient-centeredness), 형평성(Equity) 등 여섯 가지 성과측정의 접근방법을 

제시하면서 보건의료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역 중 하나인 효율성은 제한된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반면(양봉민, 1999), 재무비율, 성과지표와 

함께 성과측정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고, 보건사업의 효율성평가 연구 중 경제적 접근에 

의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보건의료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

   효율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써(Spaniol, 2002: 임양택, 1989),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규모효

율성(scale efficienc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적 효율성은 투입측면에서 정

해진 산출량을 최소의 보건의료자원을 투입요소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 또는 산

출측면에서 정해진 투입자원을 사용하여 최대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

다(문춘걸, 1998). 배분적 효율성은 투입측면에서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적합한 

배합으로 사용하여(투입측면)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한 배합으로 

생산하는 것(산출측면)을 의미한다(양봉민, 1999: 문춘걸, 1998). 따라서 자원의 배

분이 잘못 이루어져 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서비스는 과잉으로 생산되었다면 배분적 비효율이라고 본다(양봉민, 1999). 규모효

율성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관련이 되는데, 생산조직의 규모가 커

짐에 따라 단위비용이 감소할 때 즉,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한다. 한편 Conrad 등(2002)은, “효

율성은 사회적 시각에 따른 것으로써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right care)가, 적당

한 양(right amount)만큼, 꼭 필요한 사람(right person)에게, 적시(right time)에, 

적합한 사람(right provider)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right price)으로 제공될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여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효율성이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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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효율성에 유사한 개념으로 효과성과 경제성이 있는데, 효과성은 산출측면에 

한정된 목표달성의 개념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산출수준과 실제 산출수준간의 관

계에 관한 것이며(박창규 등, 1999: 김원진, 2001), 경제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보건의료 주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효율성과 

경제성은 보건의료 제공자(공급자) 측면에서 평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효과성은 

보건의료 대상자(소비자) 측면에서 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단, 효과성에

서 산출은 보건사업 운 의 산출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나타난 변화 즉, 최종산출

물(또는 결과)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에 있어서 효율성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또는 경제성)을 의

미하 는데,  임양택(1989)은 Farrel(1957)이 정의한 총효율성과 같은 의미로 경제

적 효율성을 정의하고 있다. 즉,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곱한 값이 경제

적 효율성이라고 하 다. 한편, 양봉민(1999)은 보건의료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

을 경제적 평가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건강증진상의 효과를 얻는 기술

적 효율성을 의미한다고 하 으며, 경제적 평가(economic evaluation, economic 

appraisal)는 어떤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산물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여러 대안들을 비용과 결과 양 측면에서 비교ㆍ분석하는 

것이라고 하 다. 이런 보건의료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접근전략으로써 비

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 주로 이용되어 왔는데, 평가 결과가 경제적 효

율성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Health Service Research Center에서는 제시

한 바 있는 평균비용을 경제적 효율성의 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Shi 

등, 2000). 

 

   Farrel(1957)은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모수적 접근을 제시하

면서 효율성의 의미를 구체화하 는데, 기술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의 곱이 총효

율성을 의미하며 기술적 효율성은 다시 기술적 순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분



- 17 -

류된다고 하 다(전용수 등, 2003: Garcia, 1999). 어떤 보건의료조직이 기술적 비

효율성을 보 다면 투입요소들이 부적절하게 결합되었거나 조직규모가 적절치 못

한 경우인데, 전자는 기술적 순효율성 측면에서 후자는 규모효율성 측면에서 비효

율적임을 나타낸다(Garcia, 1999). 그러나, 여기에서 효율성은 생산기술상의 효율성 

뿐 아니라 운 상의 효율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규모효율성은 상기 서술

한 규모의 경제(econonies of scale) 견지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포락분석에서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2)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연구의 동향

      효율성 측정방법은 크게 비프런티어 측정방법과 프런티어 측정방법으로 대

별할 수 있는데, 비프런티어 측정방법은 모수적 접근에 의한 방법으로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율분석, 회귀분석 등이 있으며, 프런티어 측정방법은 모수

적 측정방법과 비모수적 측정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Bryce 등, 2000: 오승은, 

2000). 그동안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효율성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또는 경제성)이 

모수적 방법에 의해 측정되어 오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운 의 의미까지 포함

하는 효율성이 비모수적 접근방법인 자료포락분석에 의해 측정되기 시작하 다. 

비모수적 접근에 의한 효율성은 Koopane(1951)과 Debreu(1951)에 의해 측정되기 

시작하 으며, Farrell(1957)에 의해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었다(지홍민, 2003). 

본 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효율성 평가의 보편적 접근기법이었던 모수적 

접근에 의한 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효율성 평가는 다음 

장에서 논하겠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효율성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또는 경제

성)이 모수적 방법에 의해 측정되어 오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운 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효율성이 비모수적 접근방법인 자료포락분석에 의해 측정되기 시작하

다. 비모수적 접근에 의한 효율성은 Koopane(1951)과 Debreu(1951)에 의해 측정되

기 시작하 으며, Farrell(1957)에 의해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었다(지홍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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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건의료의 효율성 평가를 살펴보면, 조동란(1994)이 자체관리사업장

과 대행관리사업장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 고, 김은 (2002)은 

가정간호사업소와 요양병원, 요양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 유형별로 뇌졸중 환자 관

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하 다. 전경자ㆍ박정 (2001)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적 접근을 하 고, 홍여신 등(1996)이 재가 및 시설의 치매노

인 간호에 대해 비용-효과 분석을 하 으며. 이태화ㆍ고일선(2002)이 보건진료소

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등 최근 들어 경제적 접근을 통한 효율성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간호 또는 방문간호에 집중되어 경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호활동을 계량화 및 화폐화, 타 보건의료직 대비 비중치 부여 

등에 있어서 기준설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한편, 박윤경(2001)은 편익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 는데, 보건진료소 서비스의 경우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이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경우의 50%정도로 계상되었다. 이것은 유형의 가

시적인 편익보다 무형의 편익이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평가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최종결과와 관련

이 있는 어떤 중간산물을 산출요소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건사업은 바

람직한 변화를 평가할 기준마련이 어려우며, 사업의 향과 다른 요인들의 결과를 

구분이 쉽지 않고 결과를 측정하는 데 장기간이 요구되어 건강관리사업의 순수효

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보건사업 결과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보건사

업의 최종산출물(결과) 외에 중간산출물을 연구변수에 포함시켜 효율성을 평가하

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를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 가치인데, 이를 반 시켜줄 어떤 질적 변수를 투입 또는 산출요소로 선정하느

냐 하는 것이다(Garcia 등, 2002).  둘째, 보건의료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의 사업실

적만을 고려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궁극적 목적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측

면을 계량화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질적인 측면이 통제된 상태 

즉, 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양적인 측면에서만 효율성을 측정하게 된다

(김원진, 2001). 셋째, 보건사업의 효율성 평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이므로, 정치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보건학적 타당성 등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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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이 정확히 평가되기 위해서는 측정 내용 뿐 아니라 

측정방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성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 을 때,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접근전략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보건의료에 있어서 분석기법에 따른 효율성 평가 연구

분 석  기 법 연구 예

비프런티

어접근법

 비율(ratio) 분석 

비용-효과

(cost-effectiveness)

 이태화 등(2002), 김은 (2002) 

 전경자 등(2001)

비용-편익

(cost-benefit)
 조동란(1994), 이경호(1993)

회귀(regression) 

분석
 

 송재석(2000)

 이경호(1993)

프런티어

접근법

확률적ㆍ모수적

(stochasticㆍ

parametric) 접근

확률전선모형

(stochastic frontier 

model)

-

결정적ㆍ비모수적

(deterministicㆍ

nonparametric)접근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ㆍ비용-성과: 김성옥(2000), 정형

          선(1997), 김진현(1999)  

ㆍ인력-성과: 윤경준(1995), 박창

          제(1996), 이기호(1996)

   한편, 보건의료사업은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여러 측면의 다양한 자원들이 투입 및 산출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요소들을 연구변수에 포함시켜 

효율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urnock, 1997). <표2>는 보건의료의 효율

성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어떤 투입 및 산출요소들이 설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측정도구 및 기준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요

소들만이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선정이 지나치게 연구자 주

관적 판단에 따르거나 측정하기 쉬운 일부 변수에 국한 될 경우 연구결과의 일반

화, 나아가서는 정책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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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요소를 살펴보면, 하나의 역동적 시스템을 위해서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것들

로써 다양한 직종의 인력, 예산, 의약품 소비, 병상 등의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대상자들 요구도, 정보, 교육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건

의료의 효율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입지표는 예산(또는 비용)과 

인력이다. 

    비용은 경제적 분석을 포함하여 효율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

적인 투입변수가 되는데 연구자의 분석관점 및 분석기법에 따라 비용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용이란, 자원의 실제소비에 대한 회계적 비용

(또는 직접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된 차선의 대안이 갖는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하게 된다(김은 , 2002). 보편적으로 비용은 

유형비용과 무형비용으로, 유형비용은 다시 직접 비용, 간접비용으로 구분한다. 직

접비용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직접 지불되는 비용으로써 토지, 건물, 인력, 장

비, 소모품 등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에 관한 것과,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서비스 

등 기타자원에 관한 것, 교통비용, 가정내 시설변경, 기타 소모품 구입 등 환자 및 

가족자원에 관한 것 등 세 가지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양봉민, 1999). 간접비는 

질병으로 인한 생산의 감소와 관련된다(유승흠, 1985). 한편, 비용분석에 대한 관

점을 비용부담주체에 따라 환자, 제공자, 보험자, 사회적 관점으로 분류하기도 하

고, 어떤 생산요소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고정비용, 가변비용, 준가변비용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사업의 여러 경제적 분석에서 비용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실

제 가장 많이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가정간호ㆍ방문간호

를 먼저 살펴보겠다. 이태화(1998)는 만성건강관리 형태별로 비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지난 6개월 동안 건강관리 비용을 일일평균으로 산출하여 사용하 는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모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데 직접 소모된 자

원을 직접 비용으로 정의하고, 메디케이드가 지불한 총액과 외래진료비용 및 입원

비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간접비용으로는 생활비와 비공식적 간호비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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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2002)은 뇌졸중환자를 관리하는 장기요양시설을 요양병원, 요양원, 가정간

호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비용-효과분석을 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 는데, 투입

변수인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무형비용으로 분류하 다. 그는 직접비용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다시 환자관점

과 제공자관점, 보험자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연구에서는 이 모든 내

용을 포함하는 사회 관점을 반 하고 있다고 하 다. 그의 연구에서 환자관점에서 

직접비용은 장기요양비, 기타 의료비, 자원소모비, 유료간병인비, 생활비등이며, 제

공자관점에서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세탁비, 식품비, 행정비 

등 의 가변비와 장비 및 감각삼각비 등 고정비용이고, 보험자 관점에서는 보험급

여 등이었다. 한편, 간접비용은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의료기

관이용에 소요한 교통비 및 시간비용이었으며, 무형의 비용은 실제 자원을 소비하

지는 않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감, 불안감, 사회적 격리, 역

할상실 등에 대한 비용인데 실제 측정하기는 어렵고 서비스 유형간에 차이가 없

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보건에 있어서도 비용은 연구자 시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있는데, 

조동란(1994)은 산업장 건강관리형태별 비용-편익의 분석에서 사업내용별로 비용

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투입변수인 비용을 경상비와 자본비로 구분하

고 전자에는 인건비, 교육훈련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포함시켰으며 후자에는 건

물건축비, 대지구입비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송재석(2000)은 산업보건사업에 대

한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을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으로 나누었는데, 가변비용은 

근로자 수와 총 매출액에 따라 사업장마다 차이가 나는 비용을 의미하고 있다. 한

편, 김성옥(2000)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투입요

소 인 비용에 건물임대료를 제외한 연간 사업운 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이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태화(2002)는 보건진료원 활동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직접비용으로 하고 보건진료소 월평균운 비 및 보건진료소 건축비용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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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각분을 간접비용으로 하여 이 둘을 포함한 총 비용을 계산하 다. 인건비에는 

보건진료원의 월평균급여액, 보수교육비, 회의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에

는 의료장비임대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등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오 호 등

(2002)의 보건진료소의 재무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에서는 한해 보건진료

소의 지출액을 운 비, 인건비, 보건사업비 및 기타 등으로 나누어 계산하 는데, 

이를 비용개념으로 바꾼다면 제공자관점의 직접비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변수를 투입변수에 포함시켜 분석을 하느

냐에 따라 경제적 접근에 의한 효율성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비용의 측정

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비용

은 기회비용을 의미하는데, 보건의료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연구대상에 적절한 기회비용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지불내용 및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지불주체를 보는 시각에 

비용항목이 다르게 설정이 되고 있으나, 각 시각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에 대한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연구마다 일관성이 미약하다. 특히, 고정비 

또는 간접비에 대해서 아예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와 일부만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연구목적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다른 연구와 비교가 어렵다. 셋째, 공공보

건의료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어느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유의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공공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시설, 장비비 등은 서비스제공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강제 집행되기 때문

이다. 송재석(2000)은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비용이 중복 측정되는 것을 피하

고자 매년 추가로 투입되는 가변비용만을 비용-효과분석의 비용항목에 포함시키

고 있다. 넷째, 시간선호도(time preference)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래보다 

현재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의 시간선호도기 때문에 미래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에 대해서 현재가치로 계산하는데는 할인율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유승흠, 

1985: 양봉민, 1999).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은행이자율을 고려하고 있다(송재석, 

2000: 이태화 등, 2002). 다섯째, 비용분석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전경자 등(2001)은 재가뇌졸중환자에 가정간호유형별로 비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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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1회 방문당 평균비용을 계상하면서 병원소속가정방문간호 및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가정간호에 대해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동일선상에 놓고 있

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투입변수로 할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시장가

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 또는 평균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

우 가격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투입변수인 보

건진료소 비용은 관리운 비와 보건사업비, 인건비로써 제공자관점의 직접비로 설

정되었다.

   비용 외에 보편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 인력인데, 인력에 대한 이상적 

측정치는 노동시간이며 그 외 인력수가 투입변수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력관련 변수를 설정할 경우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개별적 가중치를 설정

해야 하는데, 가중치 기준에 대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산출은 중간산출과 최종산출(1차 산출과 2차 산출 

또는 산출과 결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Handler 등, 

2001: 양봉민, 1999), 효율성 평가에서는 주로 양적인 측면의 중간산출물을 계측하

게 된다. 왜냐하면, 질적인 측면의 평가 및 결과의 평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효과의 

비가시성, 다양성, 장기성, 그리고 건강수준의 변화가 반드시 투입요소로 인한 것

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준설정 및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산출물이 반드시 최종산출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산

출물 측정이 하나의 보건의료조직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이 용이하고, 서로 다른 측면의 정보가 융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고 하겠다. Garcia 등(1999)은 건강 개념이 다소 주관적이고 건강에 대

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최종 결과물인 건강수준 향상을 측정하기

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최종산출물과 연관성이 있는 중간산물을 산출변수

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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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과정                산출                최종산출

   예산(비용)         보건의료사업운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수준의 향상

   인력,기술 

   정보 등                                 효율성 분석           경제적 평가

                                                      효과성 분석           

                                                      형평성분석   

       <그림2> 보건의료 효율성 평가의 측정기준과 산출물의 범주

   경제적 효율성 분석 중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주로 신체적 기능수준의 향

상과 관련된 변수가 효과변수로 설정되고 있다.  김은 (2002)은 뇌졸중환자를 관

리하는 장기요양시설 3곳(요양병원, 요양원, 가정간호)에 대해 비용-효과분석을 하

는데, 효과변수에는 신체적 기능수준(요실금, 변실금, ADL), 인지적 기능수준(자

신표현능력, 타인이해능력, CPS)의 증가분을  포함시켰다. 송재석(2000)의 산업보

건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변수로 산재 및 근로시간 손실변수, 작업

환경측정, 건강진단, 근로자만족도 등을 설정하 다. 한편, Wolff 등(1997)은 세 가

지 형태의 사례관리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에서 프로그램 접촉회수, 환자만족도, 주

거안정정도, 정신병적 증상 등 네 가지 범주를 효과변수로 보았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기회비용과 생산성 감소분 등이 편익으로 계상되고 

있다. 조동란(1994)은 수행실적을 편익으로 하여 건강관리건수, 보건교육건수, 환

경관리 건수를 액수로 환산하 으며, 황나미(2000)는 재가 관리가 입원을 했을 때

보다 환자 및 병원 입장에서 감축이 일어나는 비용만큼을 편익으로 간주하 다. 

이태화 등(2002)은 보건진료원 활동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유형적 편익을 직접편익

과 간접편익으로 나누었는데, 직접편익은 일차진료기관 및 병원가정간호서비스 이

용시 소요되는 비용 즉, 기회비용으로 정의하 으며, 간접편익은 타 기관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와 생산성감소분을 보건진진료소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을 포함시켰다. 

   기존 모수적 접근에 의한 효율성 평가와는 다르게 좀더 다양한 측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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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산출변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Fitzel(1992)은 비

리 간호요양원과 리 간호요양원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산출변수

로 숙련된 간호를 요하는 환자, 중정도의 간호를 요하는 환자수를 설정하 다. 

Wolff 등(1997)은 세가지 형태의 사례관리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실

험연구에서 프로그램 접촉회수, 환자만족도, 주거안정정도, 정신병적 증상 등 네가지 

범주로 산출변수를 설정하 다. 

 

   그동안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효율성 평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준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는 없었다. Allred(1998)는 경제적 분석에 대한 기준을 

가늠해보고자 분석시각, 순비용, 순효과, 비용효과분석 측정치, 결론도출 등 다섯 

가지 개념으로 연구틀을 구성하여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미국 간호학 분야에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 다. 분석 결과, 주로 서비스제공자의 시각에

서 인건비와 장비를 비용으로 하고 있으나 순효과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비용, 결과, 중재의 유효성 등의 관계

가 비율, 한계분석, 민감도분석, 그래프 등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중 비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바람직한 경제적 분석이 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는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서비스수혜자의 시각에서 사망

률과 이환율이 포함된 질보정수명(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s)으로 효

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비용에는 건강관리서비스비용, 환자가 서비

스를 받기 위해 소요한 시간비용, 돌봄과 관련된 비용, 탁아비와 교통비 등 기타 

질병관련비용, 결근으로 인한 고용자비용, 동료직원 때문에 입게된 비용 등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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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연구자 대    상
평가

방법
          비     용         결     과

김은

(2002)

가정간호사업

소와 요양병원, 

요양원의 뇌졸

중 환자 관리 

비용-효

과분석

ㆍ직접비용

  -환자: 장기요양비, 병원이용비, 의료

장비ㆍ소모품비, 유료간병인비, 생활비

  -보험자: 장기요양비, 기타의료비

  -제공자: 건물 및 장비의 감가상각

비, 인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기타: 자원봉사자, 가정봉사원 등 

ㆍ간접비: 교통비  

ㆍ효과: 신체적기능수준, 인지

적기능수준

임지

(2001)

가정간호와 병

원입원 뇌혈관

질환자 관리

비용-효

과분석

ㆍ직접비용

  -가정간호: 가정간호비, 환자간호구

입비 및 시설비, 유료간병인비용

  -병원입원: 입원비용, 투약비, 검사

료, 처치비, 유료간병비

ㆍ간접비용

  -가정간호: 환자의 생산성손실비, 주

간호자의 간병비

  -병원입원: 환자의 생산성손실비 주

간호자의 간병비, 교통비 

송재석

(2000)

대기업ㆍ중소

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

비용-효

과분석
ㆍ건강진단, 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ㆍ효과: 산재ㆍ근로시간 손실

지표, 건강진단 지표, 작업환

경지표, 근로자만족도 지표

황나미

(2000)

입원과 재가 

말기암환자의 

임종간호

비용-편

익분석

ㆍ직접비용

  - 환자: 가정간호비용, 장비구입비, 

의료기관이용비용

  - 제공자: 새로 투입된 시설ㆍ 운

비용, 가정방문용 교통비용, 재가환자

연락 등 관리비용

ㆍ간접비용: 환자 간병비용 

ㆍ편익

  - 환자: 입원기간 단축 비

용, 입원시보다 발생된 무형의 

편익, 교통비, 간병인 고용비, 

간병자의 임금손실액 절감

  - 제공자: 병상이용율 증가

로 인한 편익

박정

(2000)

뇌졸중환자의 

가정간호

비용-편

익분석

ㆍ방문비용, 간호장비구입비, 환자의 

자원소모비, 가정간호 보수교육비용 

ㆍ편익: 무형의 편익, 의료비

절감, 사망비용 절감분

홍여신
(1996)

재가ㆍ시설의 

치매노인 간호

비용-효

과분석

ㆍ평균약값, 진료비, 교통비, 파출부이

용료

ㆍ효과(상호비교): 삶의 질, 노

인이상행동, 가족원의 부담감, 

조동란

(1994)

자체관리ㆍ대

행관리사업장

의 건강관리

비용-편

익분석

ㆍ비용: 인건비, 교육훈련비, 재료비, 

관리비, 건물건축비, 대지구입비  

ㆍ편익: 수행실적으로 건강관

리, 보건교육, 환경관리 등

김종인

(1992)

모자보건센타 

모자보건관리

비용-효

과분석

ㆍ경상비용: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ㆍ자본비용: 대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비, 차관비용

ㆍ효과: 산전 분만 사후 관리

자수, 아관리자수, 예방접종

자수, 가족계획시술자수

이태화

(1998)

가정간호ㆍ양

로원 노인환자  

비 용 분

석

ㆍ6개월동안 대상자가 지불한 1일 평

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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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조직의 효율성은 단순히 그 현상(효율성 정도)만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맥락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즉, 효율성에 대한 향요인들을 파악

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의를 분석하는 것이 개선안 마련에 출발점이 되어야 한

다. 그러나, 보건의료조직에 대한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예는 많지 않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사회경제적 제반 환경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고 볼 때 그 효율성 또한 여러 내적ㆍ외적요인에 의해 향

을 받을 것이다(Turnock, 1998). 보건의료사업의 효과성에 관여하는 요인들로 조

직원의 특성과 상황요인, 조직구조, 조직구성 및 조직과정,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

의 주관적 평가 등 조직구조 특성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김성옥, 2000; Scheild & 

Greenley, 1997; Szilagyi & Wallace, 1984), 제반 사회ㆍ환경적 특성에 초점을 두

고 분석하기도 한다. Handler 등(2001)은 보건의료조직을 하나의 역동적 시스템으

로 보았을 때 투입-과정-산출의 일련의 과정에 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

적ㆍ재정적ㆍ정서적 요인들을 말하는 데 대상자 요구도, 기능수준, 정서상태, 경제

적 수준 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 한편,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향을 주게 

되는 요인들로 수요자(대상자) 측면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형태 및 질병양

상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가격,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대체서비스의 

유무 등과, 공급자(제공자) 측면에서 서비스의 가격, 인건비, 인력구성, 타 보건의

료기관의 유무, 경제상황 등을 들고 있다. 

       Conrad(2002)는 통원환자관리의 효율성에 결정인자로 의학적 기술, 인센티

브, 구조, 과정, 제약조건 및 규제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 다. 이들 각 요소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관리의 네 가지 역할 축인 대상자, 제공자, 지불자, 투자자 

모두를 고려한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에서 거시적 관점이라 함은 Handler 등(2001)

이 정의한 거시적 맥락과 유사한 의미인데, Conrad(2002)는 구체적으로, 시장구조 

및 대상자 요구가 건강서비스 제공자, 의료보험 가격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향을 



- 28 -

주고, 의료서비스 생산기술이 기술적 효율성에 향을 준다는 시각이라고 하 다. 

그런데 Conrad가 제시한 효율성관련인자들은 주로 서로 상이한 보건의료제도 및 

보건의료시스템 간의 효율성을 비교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단일의 시스템내 

조직간을 비교할 때는 유용하지 못하다. “통원환자관리의 효율성 결정인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학기술에는 의료도구, 장비, 정보기술, 처치

법, 진단 및 판별 검사방법, 진료외 부수적 생산기술 등이 포함되며, 인센티브에는 

스폰서(정부 또는 고용주) 의료보험료분담액, 피고용주 분담액, 의료보험의 지불 

수준, 의료수가, 환자부담액이 포함된다. 구조는 수평적 시장구조(특성 및 경쟁정

도), 조직구조, 수직적 시장구조, 의료보험조직 또는 제공자조직 형태, 자본투자형

태 등을 말하며, 과정은 의료서비스 생산의 흐름, 지속적인 질 개선 추진안, 직원

재신임, 환자일정관리, 제공자일정관리, 정보의 흐름을 포함한다. 제약조건에는 가

격의 공적인 규제(의료서비스 수가, 의료보험료, 스폰서 분담액, 제공자 인건비), 

민간 자율적 규제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 규제는 비공식적 의뢰빈도, 동료 모니터

링, 생산 기준, 제공자의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응급소환에 대한 프로토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Fizel 등(1992)은 간호요양원(Nursing home)에 대한 효율

성을 연구하면서 기계화된 침대 비율ㆍ관리당국에 의해 경고 받은 횟수ㆍ빈 침대

수ㆍ메디케이드 환자수ㆍ시장집중도ㆍ이익추구 여부 등을 향요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Wolff 등(1997)은 보건소의 사례관리(Managed care)로 인한 수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자특성, 제공자특성, 서비스 특성, 재무이행(안정성, 효율성, 생산

성)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외국의 연구에서 보건의료의 효율성에 대

한 향요인으로 대상자들의 의료보험 가입유무, 보건의료기관의 재무상태 및 자

선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정도, 리기관 여부, 사례관리의 적용정도 등을 포함

하고 있는데, 사회보험형의 의료보험이 강제적용되고 있고 비 리로 보건의료서비

스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보건의료조직을 특성을 연구한 국내연구를 보면 조직 유효성 또는 효율성과

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황(2003), 양길모(1999), 윤언자(1996), 윤순녕(1992)

등은 간호조직의 유효성과 조직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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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은 지역사회진단이나 만족도 파악,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김성옥(200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의 상대적 효율성

에 향을 주는 조직관련 특성으로 업무환경(정신보건센터의 공공기관내 위치여부, 

협력기관의 동일지역내 위치여부, 시설면적, 운 개월수), 조직 특성(업무분위기, 직무

만족도, 직업소진, 전문요원의 구성요소), 협조 및 연계상황(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의뢰, 자원봉사시간) 등을 들고 관련성을 파악하 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 및 인구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차병준(1996)은 보건소 사업의 성과에 

대한 향요인을 상황요인과 관리과정, 보건소장 및 직원의 특성, 외부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사업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 다. 연구에서 상황요인으로는 응집성, 위치

의 적합성, 접근도 및 보건소 규모를 들었고, 외부 향요인으로는 인구특성,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 의료기관수, 관리과정으로는 의사결정유형과 리더쉽유형, 직무만족도, 

갈등정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반 향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건

소의 효율성과 관련요인을 분석한 다른 연구(윤경준, 1996)를 보면, 인구수, 인구

도, 의료인1인당 인구수, 자동차세부과액 등 보건소소재 지역사회 특성과 전체인력

수, 전체인력중 의료인력비, 간호인력비, 기타인력비 등 보건소조직 특성을 향요

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Bogman(1984)은 보건의료 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따라 기능이 다양해지고 

나아가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성에 향을 준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

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향을 주는 제반 환경적 요인들로는 지리적 위

치, 대체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인구구성, 질환별 이환순위,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정도, 대체의료기관수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

료사업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틀 안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요

구를 반 하여 정책입안자에 의해 설정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지

원 및 협조에 의해 운 이 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사업의 조직특성, 제공자 특성, 대상자특성, 제반 보건

의료환경적 특성,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특성 등이 총체적으로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 30 -

<표3>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에 관련요인 

 연구자   종속변수     향을 미치는 요인              

김은
(2002)

장기요양서비

스유형별 효

과변수 단위

당 비용

ㆍ인구학적특성: 연령, 성, 배우자, 자녀동거

ㆍ질병특성: 이환기간, 만성질환수

ㆍ건강관리특성: 의료보장, 요양기간, 복용약물수

ㆍ기준시점의 기능수준 

김원진
(2001)

보건소 가정

방 문 사 업 의  

상대적 효율

치

ㆍ조직요인: 의사결정유형,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ㆍ환경요인: 인구규모, 인구 도, 의료보호자수, 소득수준, 의료수준, 지

자체관심정도, 지방의회관심정도

김성옥
(2000)

정신보건센터

의 상대적 효

율치

ㆍ조직특성: 업무분위기, 직무만족도, 직업소진, 지역사회관련자원파악, 

연계의뢰현황, 자원봉사시간, 안정성(운 개월수)

ㆍ업무환경: 위치, 협력기관위치, 시설면적, 전문요원구성비율

차병준
(1996)

보건소사업실

적

ㆍ상황요인: 보건소규모, 보건소위치, 응집성, 접근도

ㆍ관리과정: 의사결정과정, 수행과정

ㆍ조직특성환경요인: 지자체 및 의회관심정도, 인구구성, 사회경제적 수

준, 민간의료기관수, 보건지(진료)소수

윤경준
(1995

보건소의 상

대적 효율치

ㆍ지역사회특성: 인구수ㆍ인구 도, 의료인1인당 인구수,자동차세부과액

ㆍ보건소특성: 전체인력수, 의료인력비, 간호인력비, 기타인력비

이경호
(1993)

보 건 진 료 소 

활동성과 

ㆍ보건진료소 일반적 특성: 지역, 인구수, 대체의료기관수, 대체의료기

관까지의 거리, 마을건강원의 협력정도

ㆍ보건진료원 개인적 특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여부, 근무지와 출생지

의 일치여부, 업무만족도

김종인

(1992)

모자보건센타

의 비용-효과 

조산사 여부, 실가동병상수, 이동진료서비스, 보건교육, 센타홍보, 1인당

지방세(경제적 수준), 고교교육기관(교육수준)

Wolff 

등(1997)

보건소의

managedcare

로 인한 수입

환자특성, 제공자특성, 서비스 특성, 재무이행(안정성, 효율성, 생산성) 

등 네가지 범주

Fizel 등
(1992)

Nursinghome 

상대적효율치

기계화된 침대 비율ㆍ관리당국에 의해 경고받은 횟수ㆍ빈 침대수ㆍ메

디케이드 환자수ㆍ시장집중도ㆍ이익추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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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공공의료기관은 비 리성 뿐만 아니라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의 다양성(박창

제, 1996), 투입비용과 수입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존의 비율분석이나 회귀

분석으로 효율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김희정 등, 2002: 

김원진, 2001: 박창제, 1996). 한편, 경제적 접근에 의한 효율성 평가에서는 지나친 

수량화 및 객관화, 질적 측면의 배제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본질이 간과되기 쉽

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경우 타 보건의료체계와 직접 비교가 어려우며, 사업의 

최종 산출물인 건강수준의 향상을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다.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은 다투입, 다산출과 관련된 관찰값을 이용하고 

액수로 환산하는 과정 없이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질적인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로 인식되고 있다(Garcia, 

2002: 김성옥, 2000: 김진현 외, 1999: 윤경준, 1996: 이기호, 1996). 또한 DEA는, 

대상자들의 질병 수준이 다양하여(case-mix) 서비스의 산출물을 구체화 및 계량

화하기가 어려울 경우 적합한 분석기법(정형선, 1996)이라고 할 수 있다. Carol 등

(2002)에 따르면 DEA는 전통적인 비용-효율성 분석에서 발전된 것이며, 투입자원

과 선택된 산출물로부터 효율성비율이라는 비모수 계수를 도출해내는 운  및 경

제성 측정기법의 하나로써 다양한 질적 지표들과 비용측정치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고 하 다. 김진현 등(1999)은 투입요소가 비용일 경우 DEA를 경제적 분

석의 하나인 비용-효과분석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비용-성과(performance)

분석이 더 적절하다고 하 다. 한편, 박창규ㆍ정면숙(1999)은 간호의 효율성을 측

정하는데 있어서 DEA는, 회귀분석 및 비율분석을 통해 간호성과를 파악하 을 때

의 단점을 줄여 줄수 있는 새로운 접근전략이라고 하 다. 

   1990년 이후 국내에서도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효율성 제

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DEA를 활용한 연구가 있어왔다. 곽 진(1993), 박종원

(1993), 윤경준(1996), 김진현ㆍ유왕준(1999) 등은 보건소에 대한 효율성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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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를 이용하여 상대적 비효율성을 나타낸 보건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으며, 정형선ㆍ이기호(1996)는 산출내용이 유사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대해 

DEA를 이용하여 상대적 생산효율성을 분석하고 덜 효율적인 민간병원에 대한 정

책적 제고의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DEA 도구는 분석도구로 활용될 뿐이므로 보건의료의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적법성 등 DEA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하지 않겠다. 보건의료 및 

간호실무에 있어서 그것의 유용성과 바람직한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에 대해서 개

괄적으로 검토해보겠다. 

1) 자료포락분석 개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는 Farrell(1957)의 효율성 

프런티어 개념을 근간으로 하며, 1978년 Charnes, Cooper 및 Rhodes에 의해 표본

자료로부터 비 리적 의사결정 단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방

법으로써(전용수, 2002; 전병관, 2002; 정형선, 1996), 선택된 투입요소와 선택된 산

출물로부터 비모수 효율치를 도출해내는 운  및 경제적 기법이다. DEA에서는 다

양한 질적 자료들과 비용측정치들을 동시에 검증해 볼수 있으므로 전통적 비용-

효율성 분석에서 한 걸음 진전된 것이라 하겠다(Smith, 2002). 자료포락은 구성된 

프론티어가 실제 자료군을 에워싸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다(지홍민 등, 2003).  

   DEA를 통한 분석결과는 최상의 운 (best practice)을 하는 준거조직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효율성 프런티어를 형성하게 된다. 비효율적인 조직은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투입물을 소비하거나 동일

량의 투입물을 이용해 생산된 산출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이다(김원진, 

2002). 이때 비효율적 조직은 자신의 평점에 이용된 준거조직을 통해서 운 상 개

선점을 모색할수 있다. 분석결과 효율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게 되나 효율성 비

교시에는 피분석대상 모두에 대한 순위보다는 동일의 준거조직을 갖는 조직들끼

리 효율성 순위를 비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준거조직은 피분석 조직과 유사한 투

입구조를 갖는 조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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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는 여러 모형들로 나누어지는데, CCR 모형(Charnes, Cooper & 

Rhodes model)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규모수익고정의 가정하에 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s, 이하 DMU)별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최적화 모형으로써,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측정하기 위해 가중된 투입의 합에 대한 가중

된 산출의 합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중치는 다수투입 다수산출의 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할 때 필요한데,  DEA에 의한 경우 각 투입요소별 그리고 산

출요소별로 필요하며 다른 효율성분석에서와는 다르게 피분석대상 DMU의 효율치

가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계산된

다(전용수 등, 2003: 김진현 등, 1999). 한편, BCC 모형(Banker, Charnes & 

Cooper model)은 규모수익가변의 가정하에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형으로써 이때의 

효율성을 순수기술적 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이라 지칭한다. 즉, 각 DEA 

모형은 규모의 수익형태에 대한 가정을 달리 하는데, 규모수익의 형태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규모수익증가(increasing return to scale)는 모든 생산요소

의 투입량을 늘려나갈 때 생산량의 증가가 투입량의 증가보다 클 경우이다. 둘째,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량을 증가가 이와 같은 정도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셋째, 규모수익감소

(Decreasing return to scale)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때 산출량의 

증가가 투입량의 증가정도보다 낮은 경우이다. 

   <그림3>은 규모수익고정을 전제로 하는 CCR모형과, 규모수익가변을 전제

로 하는 BCC모형에서 기술적 효율성, 순수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이 어떻게 

측정되는 지 도식화한 것이다(권오옥, 2000). A, B, C, D, F는 보건진료소 다섯 개

의 관찰치이며, OH는 규모수익고정을 가정하 을 때 효율적 프런티어 기술을 나

타낸다. 규모수익고정하에서 주어진 산출량 Yf를 생산하기 위해서 프런티어 기술

은 OKx가 투입되는 반면 비효율적인 보건진료소 F는 OFx가 투입된다. 따라서 보

건진료소 F의 투입요소량에 의해 측정된 기술적 효율성은 OKx/OFx가 된다. 이 

때 효율적 보건진료소는 B이며 비효율적 보건진료소 F의 준거집단이 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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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BCD는 규모수익가변를 가정하 을 때 프런티어 기술을 나타내는데, 산출량 Yf

를 생산하기 위해 프런티어 기술에서는 OGx가 투입되는 반면 비효율적인 보건진

료소 F는 OFx를 투입한다. 따라서 F의 기술적 효율성은 OGx/OFx가 되며 순수기

술적 효율성이라 일컫는다. 이때 효율적 보건진료소는 A, B, C, D이며, 이들은 모

두 비효율적 보건진료소 F의 준거집단이 된다. 규모효율성은 부적절한 규모로 인

한 비효율성의 지표를 의미하는데, F의 산출량 Yf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인 

규모수익고정을 가정한 프런티어 기술에서는 OKx가 투입되는 반면, 적정규모가 

아닌 규모수익가변을 가정한 프런티어 기술에서는 OGx가 투입되므로 OKx/OGx로 

측정이 된다. 그런데, 규모효율성을 나타내는 OKx/OGx은 규모수익고정을 가정하

을 때의 기술적 효율성 OKx/OFx을 규모수익가변을 가정하 을 때의 기술적 효

율성 OGx/OFx로 나누어준 값과 일치한다. 즉, 보건진료소 F의 규모효율성은 규모

수익고정에 의한 기술적 효율성을 규모수익가변에 의한 순수기술적 효율성으로 

나누어줌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한편, 비효율적인 F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투입요소는 얼마나 줄이며 산

출요소는 얼마나 늘여야 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효율화목표치를 계산하여야 한

다. 규모수익가변을 가정했을 경우 효율화목표치는 프런티어상의 값(준거집단 A, 

B, C, D 각각의 관찰치를 각각이 갖는 가중치와 곱하여 이를 모두 합한 것)에서 

F의 관찰치를 빼면 된다. 한편, F에 대해 준거집단 A, B, C, D의 중요성은 동일하

지 않으며, 가중치가 큰 B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비효율적 F가 효율적

이기 위해 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B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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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Y

                                                  H

                                                 

                                                C       D

                                     
                                    B
                        

     Yf                   
                        K      G           F
                              
                             A

       0               Kx  E  Gx        Fx              투입X

         <그림 3>  DEA에서 효율성 (권오옥, 2000) 

    DEA가 갖는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보건의료

의 효율성 분석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첫째, 다투입 다산출 조직의 효율

성을 하나의 측정지표로 나타낼수 있다. 둘째, 각 생산주체(의사결정단위)간의 상

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시장논리에서 요구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셋째, 투입

과 산출간의 생산함수나 모수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도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

다. 넷째, 투입 및 산출로 사용되는 각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해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분석시 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다. 여섯째, 준거집

단을 상대로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

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의 한계치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김우봉, 

2002: 윤경준, 1996).  

   DEA의 적용시 간과해서는 안될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DEA에서는 분석 

집단 중에서 준거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질성이 떨어지는 집단에 분석대상에 

포함될 경우 효율성 수치가 민감하게 향을 받으므로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성옥, 2000). 둘째, 분석대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s, 이하 D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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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보통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고 보고 있다(전병관, 2002). 자료포락분석의 판별력은 DMU 수가 많을수록 판별

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판별력이 저

하될 가능성이 높고, 비교대상 DMU들의 이질성이 클수록 판별력이 저하될 수 있

다. 세째,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연구자 임의로 이루어지게 되는 투입변수 및 산

출변수의 선정인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와 같이 산출물의 항목 및 기준의 설정

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

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를 지나치게 우려하여 양적 측면에서 보편적인 투입변

수 및 산출변수로 한정지을 경우 연구의 독창성과 DEA 적용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넷째, 투입 및 산출변수의 수가 DEA 모형의 판별력에 향을 준다. 

Nunamaker(1985: 윤경준, 1996에서 재인용)는 DEA 모형의 판별력은 DMU수가 

많을수록 커지며, 투입 및 산출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저하될 것이라고 하 다. 네

째, DEA 결과 1의 효율치는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유사한 피분석 조직들내에서 

상대적으로 최상의 효율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효율치가 1인 집단들간의 효

율치 정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한다. 즉 효율치 1이 더 이상 효율적 개선

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연구자에 따라서는 환경적 

조직적 제반 요인들을 DEA 분석의 투입요소로 설정하기도 하 으나, 이럴 경우 

효율성 측정치를 도출해내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이 다시 효율치에 대한 설명변수

로 설정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유의사항 외에 단점으로는 극단값과 제약조건

을 얼마냐 두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들수 있다(Garcia 등, 2002: 김진현  

등, 1999).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자료포락분석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

하고자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진료소 사업은 다투입ㆍ다산출이 이루

어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이기에 투입-산출간의 관계를 적절히 기술하기 어렵다. 

둘째, 동일의 투입물에 의해 최상의 운 을 하는 조직(준거조직)을 통해 덜 효율

적인 조직의 운 상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DEA 결과 최상의 운   

프런티어(best practice frontier)에 속한 조직에 비해 덜 효율적인 조직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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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찰대상들의 부분집합인 비교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의 비교조직에 

속하는 조직들은 투입물과 산출물에 있어서 유사한 혼합을 가지는데, 이런 비교조

직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비효율정도가 측정되는 것이다. 셋째,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질적 측면의 변수와 양적 측면의 변수를 한 모형에 포함시켜 효율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측정 기준 및 측정도구 설정의 어려

움 때문에 질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종 결과인 대상자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적 변

수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중간산물의 측정을 통해 포괄적 측정을 하기 위한 시도

로 DEA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보건의료의 효율성 평가에서 DEA의 활용   

  

   1990년 이후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

시하기 위해  DEA를 활용한 연구가 있어왔다. 곽 진(1993), 박종원(1993), 윤경준

(1996), 김진현ㆍ유왕준(1999) 등은 보건소에 대한 효율성 분석에서 DEA를 이용

하여 상대적 비효율성을 나타낸 보건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 으며, 정형

선ㆍ이기호(1996)는 산출내용이 유사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대해 DEA를 이용

하여 상대적 생산효율성을 분석하고 덜 효율적인 민간병원에 대한 정책적 제고의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Bjorgreen(2001)은 핀란드의 장기요양소를 연구대상으

로 하 으며, Garcia(1999)는 스페인의 일차보건의료센타(Primary Health Care 

Center), Giuffrida 등(2001)은 국의 가족건강보건기구(Family Health Service 

Authority)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 다. 

   보건의료에 대한 효율성분석에서 DEA의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투

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내용

들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DEA의 타당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DEA를 이용한 

연구에서 각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는 다양한 실증자료로 구성되는 데 연구대상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성옥(2000)은 DEA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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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타의 운 효율성과 생산효율성 두가지 측면을 분석하 다. 운 효율성에서 투입

변수는 사업운 비와 인건비를, 산출변수는 교육인원수와 전화ㆍ방문ㆍ내소 사례

건수 및 재활참여인원수로 하 으며, 생산효율성에서 투입변수는 서비스시간을, 산

출변수는 교육인시간수와 전화ㆍ방문ㆍ내소ㆍ재활참여환자시간수로 하 다. 김원

진(2002)은 방문보건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투입요소를 

인력(의료인력, 간호인력, 기타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운 비 등으로 선정하

으며 산출요소로는 신규 방문대상 가구수와 방문가구수, 방문서비스 실적 등으로 

하 다.  Al-Shammari(1999)는 병원들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에서 투입변수

로 침상수, 의사수, 건강관련직종인력수 등을 선정하 으며 산출요소로는 입원일

수, minor 수술수, major 수술수, 총 입원일수 등을 포함시켰다. Carol 등(2002)의 

가정간호를 대상으로 “돌봄 유효성 모델(Caregiving Effectiveness Model)"을 검증

하는 연구에서는 투입요소로 일일평균 돌보는 시간, 개인지불 비용, 심리정서적 소

비를 설정하 으며 산출요소로는 확보된 건강상의 효과, 삶의 질에 대한 인지 등

이 포함되었다. Spinol(2003)은 가족들의 간호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를 적용하 는데, 투입변수로는 간호사의 home care 시간, 의사방문 수, 가족 

기능, 돌봄이의 도움, 육체적 건강, 우울정도를 들었고 산출변수로는 입원건수, 고

양정맥주입에 소요된 비용, 응급실 방문건수을 설정하 다.

   한편, 효율성 측정시 다수투입과 다수 산출이 있는 조직의 경우 투입 및 산

출에 가중치가 부여된 총괄투입과 총괄산출의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전용수 등, 

2002), DEA에서 투입 및 산출은 여러 요소들이 단일화 된 총괄수입과 단일화 된 

총괄산출을 의미한다.

     

   보건진료소는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각 사업분야에 

따라 서비스 시간, 서비스 건수, 서비스로 인한 편익 등 다수의 산출요소가 존재하

므로 전반적인 효율성을 하나의 지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한편,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기관으로서 다양한 건강수준(질병수준)의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양적인 

요소뿐 아니라 질적인 요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기에 보건진료소의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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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l-Shammari(1999)는 DEA를 보

건의료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 고, 전병관

(2002)은 DEA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간호

역에서도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측정단위가 다른 여러 요소들을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없이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

고, 준거집단을 제시함으로써 비효율적 간호조직단위에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시

해 줄수 있다.” 

   DEA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고 얼마나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는

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 가를 보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요

소를 동시에 투입 및 산출에 포함할 수 있으며 투입대비 최대의 산출을 가져올수 

있는 조직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에 경제적 접근이자 경  접근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간호 역에 있어서 DEA는 병원별 간호부서의 상대적 효율성, 한 병원내 각 

병동별 간호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간호서비스가 개선되는 

경향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이다(Lak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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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보건의료에 있어서 상대적 효율성 분석 연구

 연구자 대상 투 입 변 수 산 출 변 수

김원진

(2001)

보건소 

방문보

건사업

 인력수, 예산 
 신규등록자수, 총방문가구수, 서비스제

공건수

김성옥

(2000)

정신보

건센터  

ㆍ운 효율치: 사업운 비, 

인건비

ㆍ생산효율치: 인력시간(인

력별 가중치) 

ㆍ운 효율치:  월평균교육인원과 사례

건수, 주간재활건수

ㆍ생산효율치: 제공받은 서비스시간

윤경준

(1995)
보건소

 의료ㆍ간호ㆍ기타 인력수

(인력별 가중치) 

 사업수행실적(모자보건, 가족계획, 결

핵관리, 모성보건) 

김진현

등(1999)
보건소

 인력수(의료인력, 간호인

력, 사무직)    

 서비스 건수(진료사업, 결핵관리, 가족

계획, 모자보건, 방문보건, 예방접종)   

정형선

(1997)

 공 공

병원과 

민간병

원

ㆍ생산효율성: 의사수, 간호

사수, 병상수

ㆍ재정수익성: 총비용, 인건

비, 재료비,관리비 

ㆍ생산효율성: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조정환자수, 조정의료보호환자수, 수술

분만수, 전공의수

ㆍ재정수익성: 총수입, 입원환자수, 외래

환자수

박창제

(1996)

지방공

사의료

원

 의사직원수, 간호직원수, 

의료보조직원수, 행정관리직

원수 

 외래환자수, 입원환자 총재원일수

Spaniol

(2002)
가족

간호사의 home care 시간, 

의사방문 수, 가족 기능, 돌

봄이의 도움, 육체적 건강, 

우울정도

입원건수, 고 양정맥주입에 소요된 비

용, 응급실 방문건수

Giuffrida 

등(2001)

일차보

건의료
총 의료비

일반의 수, 등록환자 수, 실무간호사의 

수, 사망률, 간호사에 의한 실무건수

Garcia 

등(1999)
보건소

의사수, 간호사수, 검사, 방

사선촬 , 의뢰건수, 의약품 

소비, 처방건수

총 상담건수, 인구당 상담건수, 산출물

(서비스받은 인구비율), 최소서비스지침

이행정도 

Fizel 등

(1992)
너싱홈

인력별 근무시간: 일반간호

사, 실무간호사, 조무사, 보

조인력

총 환자입원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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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은, Turnock(1997)의 “공공보건 시스템 평가를 위

한 모형”과 Handler, Issel, Turnock(2001)이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공공보건의

료 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한 개념틀”을 근간으로 하 다. 후자는 전자를 수정ㆍ보

완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사업에 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요인들은 기

타 다른 문헌들을 고찰한 후 설정되었다. 

   Turnock(1997)은 공공보건의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 으며, Handler 등(2002)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들이 제반 보건의료환경의 맥락에 어떻게 향을 받는지가 함께 평가되

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 다. 이들이 제시한 평가틀에 대

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 맥락(Macro context)은 공공보

건의료의 기능 및 역할에 직ㆍ간접으로 향을 주는 외부 환경을 의미하며, 사회

ㆍ정치ㆍ경제적 상황,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요구, 공공보건에 대한 사회적 가치, 

보건의료 전달 체계나 기술적 진보 등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향을 주는 그 외 

요인들이 포함된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의 핵심기능(Core function)은 사정

(assessment)과 정책개발(policy development), 질 관리(assurance)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진단(Assessment)은 지역사회 건강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기적, 체계

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개발(Policy development)은 주민의 

건강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정책결정을 주

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기능인 관리(Assurance)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제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공공보건의료는 투입-과정-산출의 일련의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입(Input)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즉, 인간 자원, 재정적ㆍ물리적 자원, 정보 자원 및 조직 자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써 역량(capacities)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간 자원에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참



- 42 -

여하는 다양한 전문인력들로써 그들의 노동력 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 능력이 포

함되며, 재정적 자원은 인간 자원, 조직 자원, 정보 자원 및 물리적 자원을 지원하

는 비용을 말한다. 물리적 자원은 보건의료 실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장비 

등을 나타내며, 정보자원에는 보건의료 실무에 바탕이 되는 과학적 지식, 다양한 

자료 및 의사소통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과학적 지식은 실무자의 교육수준, 

보수교육, 연수, 그 외 실무와 관련된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보건의료 

실무를 조직과정에 의한 것으로 볼 때 조직 자원이 투입요소에 포함되는 데, 여기

에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관된 여러 보건의료기관과의 네트워

크 뿐 아니라, 리더쉽, 협동전략 등 시스템을 관리하는 메카니즘 등이 포함된다. 

실행 과정 또는 운 (Process or Practices)은 핵심 기능이 실행화된 것으로써 공

공보건의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정이자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자원, 서비스를 규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

하며, 산출(Output)은 보건의료 사업에 있어서 산출은 최종 산출물(outcome)인 질

병예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나타낸다. 한편, 최종

산출물 또는 결과(Outcome)는 대상자 측면에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경험하는 변

화라 할수 있는 건강수준 향상, 질병예방 및 삶의 질 증진, 보건의료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의미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보건의료사업 구성요소 각각

을 평가할 뿐아니라 각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기관

의 사업은 목적과 핵심기능, 투입요소, 실행 과정, 산출 및 결과 등의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실제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기능, 투입(예

산, 인력 등), 산출물(제공된 서비스 등), 결과(건강수준의 향상, 효율성, 효과성, 대

상자 만족도 등) 등이 직접 측정대상으로 되며, 실행 과정 또는 운 (Process or 

Practices)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 분석되거나 핵심기능의 측정을 통해 파악이 된

다. 또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외부환경 즉 거시적 맥락의 파악과, 투입요소에 다양

한 자원들이 같이 평가됨으로써 평가결과가 공공보건의료 개선안 마련에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이다. 



- 43 -

                                                                                 

          

                    

                    

                    

                    

 

       

          

       < 그림 4 >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기틀   

    환경적 특성

 ㆍ지리적 특성

 ㆍ경제적 수준

 ㆍ건강관리 요구

 ㆍ보건자원

 ㆍ보건의료기관 이용

투입

 ‧ 비용: 인건비   

                  

   보건사업운영비

   보건진료소    

    사업운영

 

산출 

 ‧사업수행건수: 내소자 

  수,가정방문건수,전화 

  상담건수,집단교육건수 

 ‧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 정도 

 ‧ 특수 사업

    효율성

    

 보건진료원관련 특성

  ㆍ 일반적 특성

  ㆍ 직업소진

  ㆍ 직무수행능력

      사업 지원

ㆍ 유관기관의 지원정도

ㆍ 지역주민의 참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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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 사업 각각을 평가하는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

니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므로, 연구의 기틀에서는 보건진료소 사업의 구성

요소 각각을 평가할 뿐 아니라 각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보건진료소 

사업에 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들이 나타나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성과측면에 초점을 둔 효율성 평가이므로 보건진

료소의 목적과 핵심기능은 분석되지 않았으며, 최종산출물(결과) 또한 제외되었

다. 

  보건진료소 사업 관련 요인: 보건진료소 사업 관련 요인으로 거시적 맥락

에서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과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정도, 보건진료소 내부 

특성으로 보건진료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을 의미한다. 이 요인

들은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향을 요인을 분석하는데 독립변수로 작용한다.

  투입변수: 보건진료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연구방법론에서 후술後述

됨) 사업에 투입되는 요소 중 비용을 설정하 는데, 여기에서 비용은 예산을 의

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관리운 비 및 보건사업비를 포함한다. 현재 보건

진료소 예산은 자체내 충당되거나 부분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에

서는 자체내 예산과 지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사업 운 :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써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효과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자원, 사업을 규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 역은 

공식적 업무로써 농특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필요한 내용은 보건진료원의 

판단과 운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운 과정은 직접 

분석되지 않고 성과로써 측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업무외 특수사업 수

행’ 및 ‘일차보건의료의 기능 이행정도’에서 측정된다.  

 

  산출변수: 보건의료 사업에 있어서 산출은 최종 산출물(outcome)인 질병예

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하므로, 보건진료소 



- 45 -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원의 다양한 건강관리 활동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 산출은 보건진료소 사업의 다양한 양적, 질적 요소중 연구목적

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건수 및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를 측정치로 나타낸 

것으로써, 전자에는 인구수당 보건진료소 내소자 수, 인구수 당 가정방문건수, 인

구수 당 전화상담건수, 집단교육건수가 포함된다. 

  최종산출물(또는 결과): 보건의료사업 결과는 제공자, 대상자 측면에서 장

기적, 단기적으로 경험하는 변화라 할수 있는 건강수준 향상, 질병예방 및 삶의 

질 증진 등을 말하기도 하고, 보건의료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효율성, 효과성, 형

평성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Handler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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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이용

하여 각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자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출방법

      본 연구에서 효율성은 의사결정조직(Decision making unit) 즉 보건진료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므로 조직 구성이 유사한 집단이 하나의 연구대상에 포

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조직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직을 가지므로 대

상자 선정시 지역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시

도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하 는데, 이에 협조를 해 준 세 개 도에 소재한 보건

진료소를 연구대상으로 하 다. 따라서 표적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보건진료소

이며 근접모집단은 세 개 도 소재 보건진료소이다. 2003년 현재 이들 세 개 도에 

소재한 보건진료소의 수는 각각 161, 329, 310개 총 800개인데, 이중에서 400개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A, B, C 각 도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80, 165, 155개소

를 무작위 표출하 다. 2003년 3월 현재 전국 보건진료소는 1895개이므로, 이들 지

역에 소재한 보건진료소 수는 전국 보건진료소 대비 약 42%정도가 된다. 표출한  

보건진료소의 소장(보건진료원)에게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회수

된 설문지는 A, B, C도가 각각 34, 42, 132부 총 208부(52.0%)이었다. 그러나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 변수에서 극단값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177부(44.3%)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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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설문지에 포함된 

도구는 본 연구를 위해 새로 설정되었거나 기존 도구들이 수정된 것이다. 한편, 보

건진료소 현황 및 보건의료지표에 관한 설문은 보고서 양식을 기초로 하여 구성

하 으며, 해당 기간은 2002.1.1에서 2002. 12.31까지 1년 동안으로 하 다. 

1)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 및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로서 보건진료소는 다양한 내부 및 외부의 요인들에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건진료소 사업의 효율성에 

향을 줄수 있는 보건진료원 특성 및 외부 환경적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설정하

다. 

 1-1) 지리적 특성

      교통수단의 발달로 단순히 거리상 수치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

성을 살펴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홍여신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리개념 대신 대중교통(버스)의 하루 운행회수를 포함시

켰다.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더라도 교통수단이 도보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데 도보거리가 노인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갈 정도라면, 먼

거리라도 교통수단이 편리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단, 도서지역은 

하루 운행하는 여객선으로 대신하 다. 

  1-2)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지표에 주민 1인당 소득수준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

진료원들에게 설문지로 파악할 경우 보건진료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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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역총생산, 지방세 부담, 생활보호대상자수,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지역사회의 소득수준에 대한 대용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총생산과 지방세는 시도 또는 군단위로 되어있는 반면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은 

리ㆍ동 단위이다. 한편,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 주민은 자동차를 보유할 수 없는 저

소득층이거나 노년층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자료로 관할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수

를 파악하여 지역의 소득수준을 가늠하고자 하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소득 및 

재산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모두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보건진료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보건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있다. 

   1-3) 건강관리 요구

      본 연구의 분석대상 보건진료소가 광범위하므로 각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 직접 보건의료욕구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관할인구수 전체와, 건강관리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연령층인 유아와 노인인구

의 비율, 만성질환자의 비율을 통해 파악하 다. 만성질환자 비율에는 고혈압을 포

함하여 결핵, 당뇨, 천식, 류마치스, 암질환, 퇴행성관절염, 뇌졸중, 정신질환자 등 

각종 성인병을 포함시켰는데, 응답자간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보건진료소 보고양식

을 근거로 하 다. 

 

   1-4)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로부터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곳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타 보건의료기관들의 절대적 숫자가 증가한 요즘 이들 소외지역이었

던 곳까지 들어와 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타 보건의료기관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대체기능으로써 인식되

고 있어서 지역내 타 보건의료기관의 존재유무에 따라 이용률 및 이용양상이 

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동 또는 면내에 약국, 병의원, 보

건소, 한의원의 소재여부 및 갯수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을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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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보건진료소 소장이자 사업의 유일한 보건의료직인 보건진료원들의 인구사

회학적인 특성이 보건진료소 사업에 향을 줄수 있는지를 파악하 는데, 연령, 경

력, 교육수준, 자격증을 보유한 정도 등이 포함되었다. 경력은 개월수로 파악하

으며, 자격증은 기존 연구(고일선 등, 2003)를 근거로 양호교사, 가정간호사, 사회

복지사, 조산사, 보육사, 정신간호사 등 업무관련 자격증으로 한정하여 보유숫자를 

알아보았다.

   1-6) 보건진료원의 직업소진

      보건진료소의 상대적 효율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보건

진료원의 직업소진(Job Exhaustion)을 설정하 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22

문항으로 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사용하 다. MBI는 직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써 Maslach와 Jackson, Leiter(1981)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Golembiewski 등(1986)에 의해 단계별 MBI로 발전하 다. 총 

3개의 하위척도,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첫째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하위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피로(wearing out), 에너지 

고갈(loss of energy), 소모(depletion), 쇠약(debilitation) 등과 관련이 있다. 둘째,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는 5문항으로 구성되며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셋째, 성취감(personal 

accomplishment) 저하는 유쾌함, 사기 진작, 적극적인 대인관계, 높은 생산성, 자

아존중감 등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며 8문항으로 구성

된다(김병섭, 1990).  Maslach 등(1981)은 이들 각 하위 척도가 서로 독립적이므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김병섭, 1990),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

구내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세 하위척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척도를 함께 사용하 으며, 총 22문항이 각각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

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위척도별로 평균을 구

한 후 Maslach 등(1981)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소진정도를 상ㆍ중ㆍ하로 구분하

다. 성취감 저하는 측정 후 역계산 되었다. Maslach와 Jackson(1986)이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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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이 .79, 비인격화가 .71, 성취감 저하가 .71 

로써 믿을만 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 (2002)이 번역한 것을 

보건진료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는데,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각각 .85, 

.74, .79, 전체적으로 .86을 나타냈다. 

                      

1-7) 직무수행능력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엄 란 등(1998)이 졸업간호사

의 실무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 다. 엄

란 등(1998)의 도구는 대상자 및 건강요구, 간호과정, 전문직 역할, 중재 총 4개 

역 273항목(각각 22항목, 20항목, 27항목, 20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타당도가 높았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보건진료원 실무현장을 반 하여 4

개 역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다. 첫째, “대상자 및 건강요구 사정”의 역은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사회적 요구 등을 파악하

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둘째 역은 보

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전문직 역

할” 역에는 전문직으로서 보건진료원이 확보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는 4문항, 

“중재” 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방법들로써 4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15개 각 항목에 대해 “할 수 없음 0점, 어느 정도 할수 있음 1점, 

잘 할 수 있음 2점, 아주 잘 할 수 있음 3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각 역

별로 합산을 하 다. 따라서 “대상자 및 건강요구 사정” 은 0-9점 범위에서, “계획 

및 평가”,“전문직 역할”, “중재” 역은 0-12점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역별 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0.81이었다. 

 1-8) 유관기관의 지원정도

      보건진료소는 농특법 23조에 의거하여 해당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지도감

독을 받으며, 기술적 지도는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에게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긴 한 협조 및 유대관계는 보건진료소 업무의 효율성에 향을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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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건물 신축 및 장비비 지원은 국비 2/3과 지방비 1/3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비는 지자체 단체와 지방의회의 협조하에 결정이 되므로, 지방의회의 협조정

도 또한 보건진료소 사업에 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보건소, 지자체장(군 또는 

구), 지방의회 등의 협력정도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지를 5점 척도로 파

악했다.  

   1-9) 지역주민의 참여정도

      보건진료소 조직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한 명의 조직원에 의한 독립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관리행정상 관할 보건소의 하부조직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예산집행권을 소유하고 있는 운 협의회가 한 조직의 테두리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 위원회의 협력정도와 이들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

록 하 다. 한편, 마을건강원들이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정보원 역할을 하여 사

업성과에 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도를  필요성과 함께 5점 척도

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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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보건진료소 환경적 특성 및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범주 측 정  변 수 측 정 지 표

환경적 

   특성

  지리적 특성
  ㆍ 지리적 특성

  ㆍ 버스운행 횟수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   ㆍ 생활보호대상자수

  건강관리 요구

  ㆍ 관할 인구수

  ㆍ 유아 및 노인인구 비율

  ㆍ 만성질환자 비율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ㆍ 타 보건의료기관수

  보건의료기관 이용   ㆍ 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ㆍ 연령 

  ㆍ 보건진료원 근무경력 및 현 보건진

    료소 근무년수     

  ㆍ 보유 자격증의 수 및 종류        

  직업소진    ㆍ 0-6점 척도(MBI)

  직무수행 능력   ㆍ 0-3점 척도

 사업 지원

  유관기관의 지원정도

  ㆍ 보건소와 협력관계정도

  ㆍ 지체장의 지원정도     

  ㆍ 지방의회의 지원정도

  지역주민의 참여정도
  ㆍ 운 협의회 협력정도  

  ㆍ 마을건강원의 참여도

2) 투입변수

      보건진료소 사업에는 인력, 예산, 기술, 정보 등 다양한 자원이 투입되나 인

력의 경우 보건진료원 1인이 보건진료소장이자 정식 인력으로 유일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간혹 업무보조원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인력의 수에 관해서는 각 보건진료소마다 차별성이 없다. 투입요소 

중 기술 및 정보는 측정이 불가능하여 배제되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사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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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파악하고자 제공자 관점에서 지난 1년 동안(2002.1.1-2002.12.31)의 직접 비

용 즉, 인건비와 관리운 비, 보건사업비를 투입변수로 설정하 는데, 현재 사용되

고 있는 예산 및 지출현황 양식을 반 하 다. 

      인건비는 보건진료소의 정규 보건의료인력인 보건진료원의 수당을 포함한 

봉급 뿐 아니라 직무교육비, 보수교육비 등 보건진료원에게 소요되는 공적인 비용 

전체를 말하는데, 봉급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지

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업무보조원을 두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시켰는데, 한시적

으로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년간 지불한 총금액을 이들에 대한 인

건비로 간주하 다. 한편, 관리운 비에는 의약품비, 난방비, 수용비, 차량비, 수수

료ㆍ공공요금,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의료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등이 포함되

었다. 그리고 보건사업비에는 보건교육비, 홍보비, 판공비 등을 포함시켰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일반 운 비는 자체적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의료장비지원, 건물보수

비 등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3) 산출변수

      보건진료소는 일차보건의료의 실현을 위해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립

된 기관으로서 소정의 진료뿐 아니라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 운 에 따른 산출물을 지난 1년간

(2002.1.1-2002.12.31) 사업의 수행건수와 수행정도 측면에서 변수로 선정하 다. 

여기에서 수행정도는 보건진료원들이 자가평가지를 통해 수행건수로 파악이 되지 

않는 기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3-1) 수행 건수

      보건진료소 사업의 수행건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 내소자수, 보건

진료원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및 집단보건교육건수 등이 측정되었다. 그런

데,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한 사람에 의해 여러 측면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



- 54 -

관으로서 각 사업측면별로 건수를 계상할 경우 중복이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다산출이 될 수 있으며 보건진료원 주관에 따라 중복체크되는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회피하고자 각 사업별  대상자수가 아니라 보건진료

소 내소자수를 산출변수로 설정하 다. 그 외 보건진료소의 일차보건의료 사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건교육을 산출변수에 포함시켰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

는 보건교육은 내소자수를 대상으로 한 보건진료소서비스에 포함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으로 한정하 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요구가 복

지부분에까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정규사업외 특수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진료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특수사업 역시 보건진료소 운 의 

결과라고 할수 있으므로 산출변수로 채택하 는데, 각 특수사업별 참여자수를 변

수로 할 경우 보건진료소 내소자 수와 중복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행사업수만을 산출변수로 선정하 다. 특수사업에 참여율은 각 사업에 대한 전

체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수행회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

므로 측정하지 않았다.

 <표6>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의 투입 및 산출변수

투   입 산   출

범주 측정 변수 측 정 지 표 범주 측정 변수 측 정 지 표

비용

  인건비

 지난 1년간 수당, 보수

교육비를 포함하여 보건

진료원이 받은 총액 수행 

건수

  내소자수  1년간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1년간 가정방문건수

 관리운 비  1년간 관리운 비   전화상담건수  1년간 전화상담건수

  집단교육건수  1년간 집단보건교육
 보건사업비  1년간 보건사업비

수행

정도

 일차보건의료

 기능 이행정도
 0-2점척도

 특수 사업 수행   1년간 시행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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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

      일차보건의료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 호 등(2002)의 연구와 보건복지부

(1998)의 보건진료원직무교육교재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

게 개발하 다. 도구개발과정에서 보건진료소 사업의 실무자인 보건진료원 중 현

재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마친 사람,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 5인의 

의견을 반 하여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다. 

      개발된 도구에서는 일차보건의료 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의 사업을 질적 측

면에서 측정하기 위해 기능을 9개 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기능별 보건진료

원의 직무가 총 44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7참조). 설문항목별로 수행하지 못함, 겨

우 수행함, 충분히 수행함의 선택안을 0-2점까지 점수로 측정하 으며, 각 기능별

로 직무의 수행정도를 합하여 9개 기능에 대한 이행정도를 구하 다. 그리고, 9개 

기능에 대한 이행정도를 합산하여 총 이행정도를 측정하 다. 각 기능 이행정도 

및 총 이행정도는 %로 환산하여 제시하 는데, 점수가 클수록 이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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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의 측정 항목 

  

보건진료소 기능 보건진료원의 직무

1) 지역사회 

조직과 활용

①사업대상지역의 각종 조직 파악   ②지역사회조직의 활용

③보건진료소 운 협의회 운

2) 사업계획수립
④지역사회 진단                   ⑤사업계획 수립

⑥보건사업평가계획의 수립         ⑦가정기록부 작성

3) 지역사회

보건관리

⑧음료수 관리                     ⑨식품위생 관리

⑩환경위생 관리                   ⑪기생충 관리

⑫ 양 관리                       ⑬학교보건관리

⑭전염병 관리                     ⑮구강보건관리

노인보건관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산전관리                        분만관리

산후관리                        유아관리

가족계획

5) 통상질환관리

건강사정                      

기초진료 범위내의 환자투약 및 처치  

기초진료 범위 외의 환자의뢰     질병예방 교육 실시  

응급환자 관리                   환자추구관리

6) 가정간호관리
가정간호대상자 파악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가정간호사업관리

7) 재활관리
재활서비스 대상자 파악         

재활서비스 대상자 상담ㆍ 교육  재활기관과의 협력ㆍ팀활동

8) 보건정보체계 

개발
보건정보 파악 및 수집           보건정보망 조직

9) 사업운 관리 

및 지도

장비, 물품, 비품 확보 및 관리    약품의 확보 및 관리

필요한 인력확보 및 관리         환자진료 기록부 작성

조사기록부 작성

일반관리업무(공문서, 활동기록 등) 및 기타 기록부 작성

보건진료소 사업평가의 실시       ꊌꊕ마을건강원의 활용

ꊌꊖ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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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03년 9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세 개 도 소재 보건진료원 800명중에서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표출

된 400명에게 반송봉투를 동봉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발송한 후 회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각 도 보건진료소담당과장 및 실무담당자에

게 협조를 구하 으며, 두 개 도에서는 우편을 통해 미리 설문지를 배포한 후 보

건진료원 직무교육 때 이를 회수하 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전국보건진료원회 및 

세 개도 보건진료원회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A, B, C도가 각각 34, 42, 132부 총 208부(52.0%)이었으나,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 변수에서 극단값을 갖는 경우(내소자수 

30,000건 이상, 가정방문건수 2,000건 이상, 전화상담건수 3,000건 이상, 집단보건교

육건수 700건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177부(44.3%)를 분석대상으로 하

다. 

5.  자료분석 방법

1) 보건진료소의 제반 환경적 특성,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보건진료원의 직업

소진,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은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 다. 

2) 투입변수인 인건비, 관리운 비와, 산출변수인 사업수행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 정규사업외 특수사업시행수는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 다.  

3)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해 Farrell(1957)의 효율성 개념을 근

거로 Carnes 등(1978)에 의해 개발된 DEA를 적용하 다. 특히 DEA중 규모수익

고정을 전제로 하는 CCR 모형과 규모수익가변을 전제로 하는 BCC 모형을 모두 

적용하 다. 사용된 DEA 통계프로그램은 Scheel(2000)이 개발한 EMS(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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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System)이었으며, 그 외 Excel 2000이 사용되었다. 

      가. 비용(인건비와 보건사업운 비)을 투입변수로 하고 사업수행건수 및 수

행 정도를 산출변수로 하여(연구모형1) 각 보건진료소의 기술적 효율성, 순수기술

적 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을 구하 다.  

      나. 산출변수를 사업수행건수로 하여(연구모형2) 각 보건진료소의 기술적 

효율성, 순수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을 구하 다.  

      다. 비효율적 보건진료소에 대해 투입 및 산출변수별로 비효율의 정도(효율

화 목표치)를 측정하 다.

  

4) 보건진료원의 특성,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 보건진료소 사업의 지원ㆍ협조

정도와 보건진료소의 효율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 다. 이를 위해 DEA 결과 산출

된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대상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인 보건진료소과 비효

율적인 보건진료소들로 나누고 평균치의 차이에 관한 t 테스트 또는 χ2 테스트를 

하 다.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AS 8.1이었다.

5)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적 효율성 측

면에서 효율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하 다.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AS 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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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

      조사대상 보건진료소의 83.6%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서지역은 

4%이었다. 평균관할인구수 및 평균 세대수는 각각 843±574.6명과 314±176.5세대

으며, 인구수 1,000명 미만, 세대수 500세대 미만을 관할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83%와 89.3%이었다. 생활보호세대의 비율은 평균 10.3%이었으며, 10%미만인 경

우가 57.6%로 가장 많았다. 

      해당 보건진료소가 속한 동 또는 면내에 소재하고 있는 타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지)소가 82.5%로 가장 많았고, 약국은 49.1%, 병의원은 36.7%이었다. 약국 및 

병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87개(49.1%)의 보건진료소와 65개(36.7%)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는 각각 평균 2개의 약국과 평균 2개의 병의원이 소재하고 있었다. 한

편,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1순위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

소로 77.4%이었으며, 병의원은 18.1%, 한의원 2.3%, 약국 1.7%, 보건(지)소 0.6% 

다. 보건진료소는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마을건강원과 운 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관할인구수에 따라 정해지게 된

다. 마을건강원은 평균 6±2.9명이었으며, 5-9명인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소운 협의회는 평균 12±3.7명이었으며 10-14명인 경우가 55.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177개 보건진료소 중 지난 해 업무보조원을 두었던 곳은 10개

(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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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                                  

 N=177

  특 성                    구 분   n(%) M±SD

    위치                      농촌지역

                   어촌지역

                   도서지역

                      도농통합지역

148(83.6)

 13(7.3)

  7(4.0)

  9(5.1)

  관할인구수                   500명 미만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명이상

74(41.8)

73(41.2)

21(11.9)

 4(2.3)

 5(2.8)

843±574.6

  세대수평균                  100세대 미만

                 100-299

                 300-499

                 500-999

                              1,000세대 이상 

 7(4)

94(53.1)

57(32.2)

17(9.6)

 2(1.1)

314±176.5

생활보호 대상 세대비율         10% 미만

                      10.0-19.9%

                      20.0-29.9%

                  30이상   

102(57.6)

 56(31.6)

 18(10.2)

  1(0.6) 

10.3±6.4  

   보건의료기관 수*             약국

                      보건소(지소)

                     병(의)원

                    한의원

87(49.1)

146(82.5)

65(36.7)

39(22.0)   

   마을건강원수                 2-4

                  5-9

                  10-14

                   15 이상    

51(28.8)

115(65.0)

9(5.1)

2(1.1)

6±2.9

   운 협의회 위원수            2-4         

                  5-9

                   10-14

                   15-19

                    20 이상  

3(1.7)

41(23.2)

98(55.4)

29(16.4)

6(3.4)

12±3.7

     업무보조원               유(고용함)

                       무(고용안함)

10(5.6)

167(94.4)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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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의 건강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자 비율을 파악하 다. <표9>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의 욕구가 

높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0-4세 유아는 평균 1.7±1.6%인 

반면 40-64세와 65세 이상은 각각 33.4±8.9%와 36.7±1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보건진료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으로 조사대상자 중 137명(77.4%)이 

65세 이상으로 응답하 으며,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으로는 40명(22.6%)

이 40-64세라고 하 다. 한편, 관할 지역 내 만성질환자 비율은 평균 40.5±21.3%

이었으며, 최저 10%에서 최고 95%까지로 나타났다. 

<표9> 연령별 인구 비율                                

                                                                  N=177

          구     분  n(%) M±SD

    0-4세 비율          1 미만

      (%)               1-5

                        5 이상

 56(31.6)

 110(62.1)

11(6.2)

1.7±1.6

   40-64세비율          0-19 

     (%)               20-29

                       30-39

                       40-49

                       50이상

9(5.1)

 31(17.5)

100(56.5)

 30(16.9)

 7(4.0)

33.4±8.9

  65세 이상 비율       0-19

    (%)               20-39

                      40-59

                      60-79

                      80이상

13(7.3)

101(57.1)

 42(23.7)

 19(10.7)

 2(1.1)

36.7±15.6

2)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2-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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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은 3개도 소재 보건진료소 23개소, 40개소, 114개소 총177개의 보건

진료소에 대해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은 <표 

10>과 같다. 조사 대상 보건진료원의 연령은 평균 43.4세 으며, 조사대상자 중 

35.6%가 45-49세 고 35세 미만은 4.0%이었다. 보건진료원의 평균 경력은 16년 

10개월이었으며, 180개월(15년)-239개월(20년)의 경력을 갖는 보건진료원이 49.2%

로 가장 많았다. 현 보건진료소 근무기간은 9년 10개월이었으며, 60개월(5년) 미만

인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근무기간의 범위는 최소 1개월부터 최고 226개월

(22년 1개월)이었다. 한편, 보건진료원들의 최종학위는 전문학사 이하인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학사는 35% 석사이상은 5%이었다. 보건진료원들은 조사대

상 중 129명(72.9%)이 간호사 및 보건진료원외 보건의료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94명(54.1%)은 평균 1개의 업무관련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 다.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양호교사로 조사대상자의 

61.6%이었으며, 사회복지사와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각각 10.7%, 

9.0%이었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조산원, 보육사, 호스피스사, 응급구조사, 보건강사 

등이 있었다. 

2-2) 직업소진

      보건진료원들의 직업소진을 파악하기 위해 3개 역 총 22개 문항으로 구

성된 MBI도구를 사용하 는데,  각 문항에 대해 0-6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하

위척도별로 합산하 다. 합산한 점수를 상ㆍ중ㆍ하로 구분하 는데, 이것은 

Maslach와 Jackson, Leiter(1981)가 돕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하면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보건진료원들은 “정서적 고갈” 역

에서 평균 1.80±0.93로 가장 높은 소진정도를 보 으며, “성취감 저하”에서 평균 

0.84±0.80로 가장 낮은 소진정도를 보 다. 각 역의 소진을 수준별로 보았을 때, 

“정서적 고갈”이 낮은 수준을 보인 경우는 88명(49.7%)이었으며, “비인격화”는 137

명(77.4%), “성취감 저하”는 173명(97.7%)이 낮은 수준의 소진정도를 보 다. 



- 63 -

<표10>보건진료원관련특성                                             

                                                                      N=177

      특 성                구 분  n(%) M±SD

       연령(세)               35 미만

                             35-39

                             40-44

                             45-49

                             50 이상

            7(4.0)

           40(22.6)

           47(26.6)

           63(35.6)

           20(11.3)

43.4±5.6

 보건진료원 경력              60-119

(개월)             120-179

                   180-239

                         240(20년) 이상

 10(5.6)

35(19.8)

87(49.2)

45(25.4)

202±46.3

현 보건진료소 근무기간         60 미만

(개월)                60-119

                     120-179

                     180-239

                      240(20년) 이상   

63(35.6)

32(18.1)

22(12.4)

45(25.4)

15(8.5)

118±86.6

    최종학위               전문학사 이하

                  학사

                   석사이상

67(60)

39(35)

6(5)

업무관련 자격증*              양호교사

                     가정간호사

                     사회복지사

                    조산사

                    보육사

                   기타

 109(61.6)

16(9.0)

19(10.7)

8(4.5)

 12(6.8) 

17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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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보건진료원의 소진 정도

 하위 척도 평균평점±SD
낮은 수준 중간수준 높은 수준

기준 빈도(%) 빈도(%) 기준 빈도(%)

정서적 고갈(9문항)   1.80±0.93 ≤16 88(49.7) 69(39.0) ≥27 20(11.3)

비인격화(5문항)    1.05±0.93 ≤6 137(77.4) 33(18.6) ≥13 7(4.0)

성취감 저하(8문항)   0.84±0.80 ≤31 173(97.7) 3(1.7) ≥39 1(0.6)

2-3)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능력은 4개 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에 의해 파악되었는데, 조

사대상 전체의 평균은 27.2±6.4점(45점 만점)으로 이를 백점으로 환산하면 60.4±

14.2이었다. 100점으로 환산된 점수에 의해 각 역별 수행능력을 비교해 볼 때, 

‘전문직 역할’이 54.8±19.1로 가장 낮았고 ‘중재’가 66.8±17.0으로 가장 높았다.  

 <표12>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 

대상자 및 

건강요구사정1)

M±SD

계획 및 평가
2)

M±SD

전문직 역할
2)

M±SD

중재
2)

M±SD

전체
3)

M±SD

점수 5.5±1.6 7.0±1.9 6.6±2.3 8.0±2.0 27.2±6.4

능력도 61.4±18.2 58.3±15.7 54.8±19.1 66.8±17.0 60.4±14.2  

1) 9점 만점,        2) 12점 만점,      3) 45점 만점

3)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보건진료소는 운  및 행정상으로 여러 기관과 협조 및 지원관계에 있게 

되며, 관할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참여조직들로부터 운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지

원을 받게 된다. 이런 공공기관 및 참여조직들의 지원과 협조정도를 파악하고자 

하 는데, 지자체(시ㆍ군ㆍ구)의 협조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정도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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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협조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

다. 지방의회의 협조정도에 대해 28.3%가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40.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 다. 지자체, 지방의회 및 보건소의 

협조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지방의회로 27.7%이었다. 보

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전달 및 홍보의 역할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대해 전체 응답

자 중 29.4%가 참여정도가 높다고 하 으며, 20.3%는 저조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 다. 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1.2%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 다.  

보건진료소운 협의회의 협력정도는 41.2%가 긍정적으로 보았다. 한편, 운 협의

회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9.5%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26.5%는 운 협의

회의 불필요함을 피력하 다.   

<표13>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

구 분 n(%) 구 분 n(%)

지자체의 

협조

정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2(1.1)

19(10.7)

80(45.2)

58(32.8)

18(10.2)

마을건강원

의 참여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6(3.4)

30(16.9)

89(50.3)

46(26.0)

6(3.4)

지방의회

의 협조

정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7(4.0)

42(23.7)

78(44.1)

38(21.5)

12(6.8)

운 협의회

의 협조정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8(4.5)

27(15.3)

69(39.0)

53(29.9)

20(11.3)

보건소와 

협력관계 

정도

매우 약하다

약하다

보통이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

0(0.0)

9(5.1)

96(54.2)

57(32.2)

15(8.5)

4) 보건진료소 사업관련 요인간의 상관성 분석

      보건진료소 사업과 관련된 요인들간에 상관성 분석을 하 는데, 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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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진과 직무수행능력(r=-0.25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보

여 보건진료원의 소진정도가 클수록 수행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진은 지방의회 협조정도(r=-0.164, p<0.05), 보건소 협력정도(r=-0.170, p<0.05), 마

을건강원 참여정도(r=-0.238, p<0.01), 운 협의회 협력정도(r=-0.283, p<0.01) 등과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보여 보건진료원의 소진정도가 클수록 지자체의 지원정도

와 주민의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과 

운 협의회 협력정도(r=0.164, p<0.05) 간에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보여 직무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운 협의회의 협력정도가 큰 것으로 나왔다.  

<표14> 보건진료소 사업관련 요인간 상관성 분석 

연령
근무

기간

최종

학위

수행

능력
소진

지자체 

협조

정도

지방의회

협조

정도

보건소

협력

정도

마을

건강원
참여정도

운

협의회

협력정도

연령 1.000

근무

기간
0.332 1.000

최종

학위

-0.121

**
-0.086 1.000

수행

능력
-0.079 -0.024 -0.073 1.000

소진 0.023 0.060 -0.044
-0.251

**
1.000

지자체

협조

정도

0.004 -0.019 -0.066 -0.001 -0.043 1.000

지방의

회협조

정도

-0.043 -0.020 0.013 0.061
-0.164

*

0.640

**
1.000

보건소

협력

정도

0.016 0.007 -0.105 0.036
-0.170

*

0.688

**

0.455

**
1.000

마을건

강원참

여정도

-0.134
-0.047 0.032 0.031

-0.238

**

0.252

**

0.351

**

0.273

**
1.000

운 협

의회협

력정도

-0.093 0.031 -0.036
0.164

*

-0.283

**

0.231

*

0.350

**

0.297

**

0.471

**
1.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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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진료소 사업의 투입 및 산출요소 분석

1) 투입요소

      본 연구에서 투입요소로 설정한 비용은 보건진료소 자체내 충당이 되는 예

산 뿐 아니라 지자체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를 포함하 는데, 현재 보건진

료소 기록 양식을 근거로 관리운 비, 보건사업비, 인건비 세 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 다. 

      보건진료소의 연간 관리운 비는 평균 1,828±1,102만원이었으며, 최저 및 

최고값은 각각  303만원과 7,099만원이었다. 조사대상의 87.0%가 3,000만원미만의 

관리운 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비용으로써 보건사업비는 평균 

182±216만원이었으며, 92.1%는 보건사업비가 500만원미만이었다. 보건사업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16개(9.0%) 이었다. 보건진료소 인력인 보건진

료원과 업무보조원(유보수 업무보조원을 활용하 을 경우)의 지난 1년 동안 연봉

은 각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 3,361만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측정된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연봉 3,900만원, 보조원이 1,208만원을 받았던 곳이다.  

<표15> 보건진료소 사업의 비용(2002.1.1-12.31)                          N=177  

변 수 내   용 비   용 n(%) M±SD

관리

운 비

ㆍ운 비: 의약품비, 난방비, 수

용비, 차량비, 수수료ㆍ공공요금 
ㆍ회의비 및 여비 

ㆍ시설유지비 
ㆍ자산취득비:의료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1,000 만원미만

1,000-2,999만원

3,000-4,999만원

5,000만원이상

37(20.9)

117(66.1)

19(10.7)

4(2.3)

1,828±1,102

(만원)

 보건

사업비

ㆍ보건교육홍보비 

ㆍ판공비 

ㆍ기타 사업비

100만원 미만

100-499만원

5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79(44.6)

84(47.5)

11(6.2)

3(1.7)

182±216

(만원)

인건비 ㆍ보건진료원의 연봉(수당포함)

ㆍ지원받은 보수교육비 총액

ㆍ업무보조원에게 지불한 총액

3,000만원 미만

3,000-3,999만원

4,000-4,999만원

5,000만원 이상

22(12.4)

127(71.8)

27(15.3)

1(0.6)

3,361±53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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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요소

2-1) 수행 건수      

      보건진료소의 상대적인 효율성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사업 수행

건수 및 수행정도를 산출변수로 설정하 는데, 먼저 지난 1년간(2002.1.1-12.31) 수

행건수를 보면 <표16>과 같다. 수행건수에는 연간 보건진료소 내소자수, 가정방문

건수,  전화상담건수, 보건교육건수를 포함되었다. 보건진료소 내소자수는 각 분야

별 연인원이 아니라 실인원으로 파악하여 중복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 으며, 보건

교육건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제한하 다. 조사대상 보건진료소 177개의 

연간 평균 내소자수는 3,360명(일평균11명)이었으며, 1,000-2,999명의 주민이 방문

했던 보건진료소가 50.8%로 가장 많았다. 연간 가정방문건수는 평균 346건(월평균 

29건)이었으며, 100-299건이 44.6%로 가장 많았고 100건 미만(월평균 8건)의 가정

방문을 한 보건진료소는 7.3%이었다. 조사대상 보건진료소의 연간 전화상담건수는 

평균 341건(월평균 28건)이었으며, 100-499건(월 4-20건)은 55.9%, 100건 미만(월

평균 4건)은 22.0%이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건수는 연 평균 15건이었

으며 10건 미만인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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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보건진료소 사업 수행 건수

                                                                     N=177

       변 수                  구  분 n(%)  M±SD

      내소자수              1,000명 미만

                         1,000-2,999명

                         3,000-4,999명

                         5,000-6,999명

                        7,000명 이상  

5(2.8)

90(50.8)

52(29.4)

24(13.6)

6(3.4)

3,360±2,122

(명)

      가정방문건수          100건미만

                       100-299건

                       300-499건
                       500-699건

                        700건 이상 

13(7.3)

79(44.6)

37(20.9)

31(17.5)

17(9.6)

346±222

(건)

      전화상담건수           100건 미만

                         100-499건

                         500-999건

                          1,000건 이상 

39(22.0)

99(55.9)

23(13.0)

16(9.0)

341±362

(건)

       집단교육건수          10건 미만

                       10-19건

                       20-29건

                       30-49건

                         50건 이상  

70(39.5)

55(31.1)

27(15.3)

19(10.7)

6(3.4)

15±13

(건)

          특수사업            0건

                              1건

                              2건

                              3건

         132(74.6)

          35(19.8)

           8(4.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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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사업은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

서는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차보건의료로 제시되고 있는 정규 사업 외의 것으

로 한정하 다. 따라서, 응답한 내용 가운데 기존 업무와 직접 연계되는 것은 제외

하 다. 전체 조사대상 중 132개(74.6%) 보건진료소에서 특수사업이 없었으며, 

19.8%는 1건의 특수사업을 실시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역은 <표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증진사업 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치료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11건 있었다. 그 외 노인돌보기와 목욕, 체조 및 운동 등이 실시

되고 있었다. 보건진료소에서 특수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을 복수선택이 가

능하도록 하여 물었는데, 재정부족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미흡이 70건, 법적 

한계 30건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타 직종과의 갈등, 전문지식의 부족, 전문인력

의 부족 등이 있었다. 

<표17> 특수사업 내용

사업 역(응답수)   사업명 사업 역(응답수)   사업명

건강증진사업(19)

건강증진실운

노인건강증진대학 

노인건강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장수체조

노인건강마을시범교실

물리치료(12)

재활치료실 

핫백보급 

물리치료기구설치 

찜질방 

통증완화  

발마사지

노인복지사업(8)

독거노인 돌보기

주간보호실  

독거노인 반찬사업

거동불능자 보호

경로당순회방문 

경로잔치

목욕사업(7)

보건정보지보급(6)
보건소식지 발행

보건달력배포
기타(6)

  미용

  불우이웃돕기

          

                  

2-2) 수행 정도

     보건진료소의 사업 수행정도는 일차보건의료기능의 이행정도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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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9개 역으로 나누고 각 기능별

로 직무를 설정하여 총 44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 다. <표18>에서는 각 역별 

이행정도가 원래 점수와 함께 %로 환산되어 제시되고 있다. 일차보건의료기능의 

이행정도를 %로 환산된 값에 따라 역별로 비교해보면 “모자보건ㆍ가족계획” 기

능의 이행정도가 37.2%±30.9(%)로 가장 낮고 다음이 ‘지역사회보건관리’ 기능으

로 59.2%±20.2(%)이었다. 이행정도가 높은 역은 “통상질환관리”와 “가정간호관

리”로써 각각 평균 92.0±11.7(%), 87.2±21.1(%)이었다. 직무별로 보았을 때 "지역

사회 보건관리" 역에 속한 분만관리와 학교보건이 각각 12.7%와 22.3%로 가장 

낮았으며, "통상질환관리" 역의 환자투약 및 처치와 "사업운 관리ㆍ지도" 역의 

약품확보 및 관리가 각각 97.2%와 96.0%로 가장 높았다. 

<표18>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

구분
평균점수

M±SD

이행률(%)

M±SD

지역사회 조직ㆍ활용1) 4.9±1.2  81.4±20.4

사업계획수립2) 6.6±1.7 81.2±21.1 

지역사회 보건관리3) 10.7±3.6 59.2±20.2 

모자보건ㆍ가족계획
4) 3.7±3.1 37.2±30.9 

통상질환관리
5) 10.9±1.7 92.0±11.7

가정간호관리
1) 5.2±1.3 87.2±21.1 

재활관리
1) 4.4±1.5 73.6±24.9

보건정보체계 개발6) 2.8±1.2 70.0±29.1

사업운 관리ㆍ지도
3)

14.9±2.9 82.2±15.9

1) 6점 만점,  2) 8점 만점,   3) 18점 만점

4) 10점 만점, 5) 12점 만점,  6) 4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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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각 일차보건의료기능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

는데, “지역사회 조직 및 활용” 역에서는 ‘운 위원회원들의 무관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지역사회보건관리” 기능에서 많이 제시된 이유는 ‘타 분야에서 담당’

과 ‘인력 및 시간의 부족’이었으며,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서는 관할지역내 ‘대

상자 없음’과 “병의원 이용”이었다. 그리고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운 관리 및 지

도에서는 ‘인력ㆍ시간부족’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한편, 폐지되어야 할 일차보건

의료기능 및 기능별 직무를 파악하 는데, 전체 응답자 54명 중 19명(35.2%)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기능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 다. 폐지되어야 할 기

능별 직무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분만관리”로 44명(81.5%)이었으며, “산전관

리”와 “가족계획”은 각각 37명(68.5%)이 제시하 다. 다음으로 “산후관리”가 35명

(64.8%), “음료수관리” 27명(50.0%), “식품위생관리” 25명(46.3%) 순이었다. 한편, 

주민참여와 관련된 직무인 “보건진료소운 협의회 운 ” 및 “마을건강원 활용”은 

각각 7명(13.0%), 8명(14.9%)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 다(부록1). 

3.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분석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변수는 보건진료소 

자체 내에서 충당되는 예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까지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설정하 다. 자료수집에서는 관리운 비, 보건사업비, 인건비 세 역으로 구분하

여 파악을 하 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DEA 통계프로그램의 특성상 투입과 산

출변수를 제한하여야 했기 때문에 관리운 비와 보건사업비를 합하여 보건사업운

비 하나의 항목으로 조정하 다. 산출변수는 수행건수 및 수행정도 측면에서 설

정하 는데, 전자에는 연간 보건진료소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보

건교육건수를 포함하 다. 수행정도는 %로 환산된 일차보건의료기능의 이행정도

로 하 다. 

1) 상대적 효율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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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 모형 중 규모수익고정을 전제

로 하는 CCR모형과 규모수익가변을 전제로 하는 BCC모형에 따라 효율성을 측정

하 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 뿐 아니라 순수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이 측

정되었는데, 규모효율성은 CCR모형에서 나온 기술적 효율성을 BCC모형에서 나온 

순수기술적 효율성으로 나누어 준 값이 된다. 한편,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분석하

기 위해 산출변수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연구모형이 설정되었는데, 연구모형 1은 

산출변수에 수행건수(내소자수, 가정방문수, 전화상담건수, 집단보건교육건수)와 수

행정도(일차보건의료 이행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모형2는 수행건수만을 산

출변수에 포함하고 있다. 

      <표19>에서는 분석대상 177개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대해 전체 평균과 지

역(도)별 평균이 기술적 효율성, 순수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으로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177개 보건진료소 각각의 효율성은 <부록1>과 <부록2>에 제시

되어 있다. 먼저 모형1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전체의 평균 효율성 

정도는 기술적 효율성 0.75, 순수기술적 효율성 0.82, 규모효율성 0.92이었다. 효율

적 프런티어에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26개(14.7%)이었으

며, 순수기술적 효율성 측면과 규모효율성 측면에서는 각각 42개(23.7%), 33개

(18.6%)로 나타나 순수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 프런티어에 도달한 보건진

료소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보면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A지역 2개(8.7%), 

B지역 11개(27.5%), C지역 13개(11.4%)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효율

성 및 순수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곳은 B지역으로 평균이 각각 0.79, 0.86 으

며, 규모효율성은 A지역과 C지역 모두 0.92로 높았다. 

      산출변수로 수행건수만을 설정한 모형2에서 효율성을 보면, 기술적 효율성

의 전체평균은 0.62, 순수기술적 효율성 0.78, 규모효율성 0.78이었다. 기술적 효율

성 측면에서 효율적 프런티어에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전체 17개소(9.6%) 으며, 

지역별로는 A지역 2개소(8.7%), B지역 6개소(15.0%), C지역 9개소(7.9%) 다. 기

술적 효율성 및 순수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곳은 B지역으로 평균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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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0.83이었으며, 규모효율성은 A지역이 0.79로 높았다.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효율성  측면에서 모형1이 낮은 효율치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 

효율성측면에서 효율적 프런티어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각각 26개(14.7%) 및 17개

(9.6%) 으며 평균 효율치는 0.75와 0.62 다. 순수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형1

과 모형2의 평균 효율치는 0.82와 0.78이었으며, 규모효율성 측면에서는 각각 0.92

와 0.78이었다.  

    

<표19> 전체 및 지역별 효율성 정도

연구모형1 연구모형2

TE PTE SE TE PTE SE

 전체

      평균 0.75 0.82 0.92   0.62 0.78 0.78

      최소값 0.37 0.54 0.60   0.12 64.8 15.1

      효율적

  보건진료소

26(14.7%) 42(23.7%) 33(18.6%)  17(9.6%) 27(15.3%) 19(10.7%)

 

A 지역(23개)

       평균 0.77 0.84 0.91   0.62 0.77 0.79

      최소값 0.37 0.57 0.63   0.12 0.57 0.21

      효율적  

  보건진료소

2(8.7%) 7(30.4%) 3(13.0%)   2(8.7%) 3(13.0%) 2(8.7%)

 

B 지역(40개)

      평균 0.79 0.86 0.92   0.65 0.83 0.77

     최소값 0.47 0.61 0.64   0.30 0.59 0.33

     효율적 

  보건진료소

11(27.5%) 14(35.0%) 11(27.5%)  6(15.0%) 10(25.0%) 7(17.5%)

 

C 지역(114개)

     평균 0.74 0.80 0.92   0.61 0.77 0.78

     최소값 0.39 0.54 0.60   0.24 0.55 0.33

     효율적

  보건진료소

13(11.4%) 21(18.4%) 19(16.7%)   9(7.9%) 14(12.3%) 10(8.8%)

 *  TE(Technical efficiency, 기술적 효율성)     

 PTE(Pure technical efficiency, 순수기술적 효율성)      SE(Scale efficiency, 규모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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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0>는 각 효율성을 범위별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보건진료소들의 효율성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모형1에서는 0.60-0.69의 범

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며(45개, 25.4%), 모형2에서는 모형1보다 낮은 

0.50-0.59의 범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45개(25.4%). 0.40미만인 경우는 모형1

에서 2개(1.2%) 모형2에서 26개(14.7%)이었다. 

<표 20>  보건진료소의 각 효율성 분포

효율성점수
모형 1 모형 2

TE PTE SE TE PTE SE

1 26 42 27 17 27 19

0.90-0.99 16 19 89 11 13 42

0.80-0.89 27 28 41 17 30 26

0.70-0.79 31 42 14 19 42 36

0.60-0.69 45 39 6 16 53 27

0.50-0.59 24 7 45 12 11

0.40-0.49 6 26 9

0.40미만 2 26 7

 2) 준거집단

      준거집단은 투입 및 산출구조에 있어서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들로 정

해지는데, 각 의사결정단위조직(DMU)의 비효율 정도와 비효율 부분에 대한 측정

에 활용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윤경준, 1996). <부록3>는 규모수익고정을 

전제로 하 을 때 모형1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치를 보인 각 보건진료소들에 대

한 준거집단과 준거집단 중 가장 중요한, 즉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할 단위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A도의 3번째 보건진료소(A3)는 B50, C73, C89, C118번

째 보건진료소와의 비교 속에 상대적 효율성이 측정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보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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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소는 이중 가중치가 가장 큰 B50번째 보건진료소이다. <표21>은 각 효율적 보

건진료소가 준거집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B도에 소재한 

50번째 보건진료소(B50)와 C도 174번째 보건진료소(C108), C도 159번째 보건진료

소(C159)가 각각 104회, 60회, 54회 활용되고 있다. B63, B108, C169는 효율적 프

런티어에 있는 보건진료소이나 준거집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표21>  비효율적 DMU에 대한 준거집단-모형1       *굵은 씨: 중요 DMU

DMU#         준   거   집  단 DMU#        준   거   집   단

A1  A23, B50, C101, C159 A13  A23, B27, B36, B38, B66, C101

A2  B50, B58, C118 A14  B27, B50, B58, C118

A3  B50, C73, C89, C118 A15  B38, B50, C174

A5  C73, C89 A16  B38, B50

A6  B38, B50, C174 A17  B35, B56, B58, C137

A7  B35, B56, B58, C89, C159 A18  B50

A8  B24, B50, C159, C174 A19  A23, B27, B58

A9  B27, B56, B58, C174 A20  B35, B56, C66, C174

A10  B50, C73, C89, C118 A21  B35, B58, C101, C137

A11  B50, C73, C89 A22  B38, B50, C159

A12  B38, B50

*A는 지역(도) 를 나타냄

<표22> 효율적 DMU(보건진료소)의 참조회수 - 모형1

DMU# 참조회수 DMU# 참조회수 DMU# 참조회수

A4 2 B56 38 C118 28

A23 9 B58 15 C137 4

B24 27 B61 7 C139 6

B27 20 B63 0 C159 54

B34 3 C66 29 C169 0

B35 15 C73 11 C174 60

B36 3 C89 53 C176 15

B38 47 C101 9

B50 104 C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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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효율 보건진료소의 부분별 비효율 정도

      DEA 분석결과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보건진료소가 효율적이기 위한 개선안

을 모색할 때 어떤 보건진료소를 준거대상으로 해야 하는 지와 더불어 구체적으

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부록4>는 모

형1에서 규모수익고정을 전제로 하 을 때 비효율적 보건진료소가 효율적으로 되

기 위해서 각 투입 및 산출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비효율정도로써 나타

내주고 있다. 비효율성의 정도는 여유변수(slack variable)로 표현되는 데, 보건진

료소 상황에 따라 투입변수 또는 산출변수가 여유변수로 된다. 효율선상의 값에서 

피평가 DMU의 관찰치(실제값)를 뺀 값의 절대값을 구하면 되는 데, 효율선상의 

값은 준거집단들의 가중치와 실제값을 곱한 후 이를 모두 더하면 된다. 본 연구에

서는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부분별 비효율부분을 추정하 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표23>과 같다. 그러나, 표에서 특수사업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전체 분

석대상 보건진료소 중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보건진료소 132개소(74.6%)

에 대해 1건 이상의 실시가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서술된 방법으로 구해

진 비효율성 정도를 통해 비효율적 보건진료소가 달성해야할 목표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12는 B38과 B50을 준거집단으로 하여<표21> 효율성이 정해

졌는데, 기술적 효율치는 0.67이었다. 제시된 부분별 비효율정도를 통해 개선안을 

가늠해보면 관리운 비를 원래 투입액수의 22.8%인 502만원 줄이고, 가정방문건수

를 연간 118건(118%), 전화상담건수를 연간 577건(192.5%), 집단보건교육건수를 

연간 9건(231.3%)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B50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른 예로 기술적 효율치가 0.84인 C171은 B34, 

B35, C89, C139, C176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 프런티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459만원(관찰치의 10.2%) 줄이고 가정방문수를 연간 80(22.5%)

회 늘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C171이 벤치마킹을 해야 

할 대상은 C1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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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비효율 보건진료소의 부분별 비효율 정도 예

피분석대상 중요DMU 피분석대상 중요DMU 피분석대상 중요DMU

A12 B50 B39 C66 C171 C139

사업

운 비

관찰치(만원) 2,200 847 1,150 1,040 673 490

비효율정도

(측정값,%)
502, 22.8   

인건비

관찰치(만원) 2,800 2,000 4,000 2,514 4,500 3,000

비효율정도

(측정값,%)
459, 10.2

내소자

수

관찰치(건) 1,800 1,403 2,575 2,205 1,908 600

비효율정도

(측정값,%)
15, 0.6

가정방

문수

관찰치(건) 100 210 697 840 356 250

비효율정도

(측정값,%)
118, 118.0 80, 22.5

전화상

담수

관찰치(건) 300 1,021 720 1125 243 50

비효율정도

(측정값,%)
577, 192.5 5, 7.0

보건교

육건수

관찰치(건) 4 15 4 6 18 18

비효율정도

(측정값,%)
9, 231.3 8,200

일차보

건의료

이행정

도

관찰치(%) 82 93 48 65 92 91

비효율정도

(측정값,%)
17, 35.4

      <부록4>에서 비효율 보건진료소의 부분별 비효율 정도를 관찰치에 대한 비

율로 제시하 는데 각 부분별로 최대비율을 보인 보건진료소를 요약하면 <표24>

와 같다. 사업운 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효율정도를 보인 곳은 A21로써 관찰

치 4,300만원의 67.7%가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부분에서는 C171로 관찰치 4,500만원의 10.2%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

구에서 유일하게 인건비 부분의 비효율을 보인 곳이었다. 보건진료소 내소자수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효율을 보인 곳은 A21로 관찰치인 700명의 345.4%(2,418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정방문건수 부분에 있어서는 51건의 958.3%(489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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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8 다. 전화상담건수는 연간 20건만 이루어진 C134로써 비효율 정도는 

4635.6%(927건)이었으며, 보건교육건수는 B47가 관찰치 1건의 2639%(26건)로 가

장 높게 측정되었다.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는 C94가 가장 비효율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자신의 이행정도 44%를 102.5%정도 높여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24> 부분별 비효율정도가 최대인 비효율보건진료소

구분 사업운 비 인건비 내소자수
가정방문

건수

전화상담

건수

보건교육

건수

일차보건의료기

능 이행정도

보건진료소

비효율정도

관찰치

A21

67.7%

4,300만원

C171

10.2%

4,500만원

A21

345.4%

700명

C128

958.3%

51건

C134

4635.6%

20건

B47

2639%

1건

C94

102.5%

44%

4.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보건진료소를 효

율성 집단과 비효율적 집단으로 나누고 단순분석과 로스스틱회귀분석을 하 다.  

본 분석을 위해 규모수익고정하에 DEA에 의해 측정된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대상 보건진료소 177개를 <표25>과 같이 구분한 후 중간정도의 효율치를 보

인 경우를 제외하고 효율치를 높게 보인 경우와 낮게 보인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 다. 김성옥(2000) 및 윤경준(1995)의 연구에서는 효율치가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유로 효율성 집단을 구분하여 관련요인들을 단순 분석 또는 회귀분석을 

하 는데,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하 을 때 회계모형이 유의하지 않게 되어서 다

음과 같이 효율성 보건진료소를 구분하 다. 즉, 효율치가 1.0 및 0.90-0.99의 범위

에 있을 때 효율적 보건진료소로, 효율치가 0.60미만일 때를 비효율적인 보건진료

소로 하 는데, 모형1에서 효율적인 보건진료소는 42개 으며 비효율적인 보건진

료소는 32개가 되었다. 그리고, 모형2에서 효율적인 보건진료소는 28개 으며 비효

율적인 보건진료소는 97개 다. 각 모형에서 분석대상은 각각 74개 및 125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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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 다. 

<표25>  DEA 결과 기술적 효율성에 의한 효율적 및 비효율적 보건진료소 

모형 1 모형 2

높은

효율치

중간

효율치

낮은

효율치

높은

효율치

중간

효율치

낮은

효율치

기술적 

효율성
0.90-1.0 0.60-0.89 0.60미만 0.90-1.0 0.60-0.89 0.60미만

해당 수 42 103 32 28 52 97

총 177 177

1) 보건진료소 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율성과의 관련성 분석

      보건진료소의 효율성과 보건진료소 사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효율성 보건진료소와 비효율적 보건진료소간에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차가 유의한지 t 검증(또는 χ2 검증)을 하 다.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

성에서는 모형1에서 만성질환자의 비율(t=-2.883, p=0.005)이 효율적 보건진료소와 

비효율적 보건진료소 각각 37%와 52%로써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또한,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χ2=6.603, p=0.019)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효율적 보건진료소에서 86%, 비효율적 보건진료소에서 59%이

다. 모형2에서는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χ2=3.157, p=0.76)이 각각 

89%와 73%로써 유의수준 10%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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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과 보건진료소의 효율성과의 관련성 분석 

요인

모 형 1 모 형 2

t 또는 χ2 
통계치

P값
t 또는 χ2 
통계치

P값

보건진료소 

지역(도)
2.719 0.257 4.123 0.127

버스운행 횟수 0.845 0.401 -0.438 0.662

관할 인구수 1.196 0.236 0.340 0.734

노인인구 비율 -0.810 0.421 -1.446 0.151

만성질환자 비율 -2.883 0.005 1.291 0.199

생활보호세대 비율 0.762 0.448 0.704 0.483

타 보건의료

기관수
-0.959 0.341 -0.978 0.330

1순위 이용 

보건진료소
6.603 0.010 3.157 0.076

                                                 

      보건진료원 특성에 있어서는 모형1에서 연령(t=-2.082, p=0.041)과 직무수행

능력(t=3.093, p=0.003)이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연령은 효율적 집단과 비효율적 

집단이 각각 42세와 45세 으며 직무수행능력은 각각 64%와 54% 다. 모형2에서

는 양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보건진료원 특성은 없었다.  

        보건진료소 사업의 지원 및 협조 정도가 효율적 보건진료소와 비효율적 

보건진료소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형 1에서는 마을건강원의 참여도

를 제외한 네 변수 모두 통계학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지자체의 협조정도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 는데 양 집단의 평균은 각각 3.5와 3.1이었다. 지방의

회의 지원정도와 보건소와의 협력관계정도, 운 협의회의 협력정도는 모두 5% 유

의수준에서 유의하 다. 효율적 보건진료소와 비효율적 보건진료소는 지방의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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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에 있어서 각각 3.3과 2.7의 평균을 보 으며, 보건소와의 협력관계정도는 

3.6과 3.1, 운 협의회의 협력정도는 3.7과 2.8의 평균을 나타냈다. 모형2에서는 유

의한 변수가 없었다.   

<표27> 보건진료원 특성과 보건진료소의 효율성과의 관련성 분석 

요인

모 형 1 모 형 2

t 또는 χ2 통계치 P값 t 또는 χ2 통계치 P값

연령 -2.082 0.041 -0.595 0.553

근무기간 0.916 0.363 1.212 0.228

최종학위 0.995 0.608 3.154 0.207

업무관련 보유 

자격증수
1.587 0.117 1.583 0.116

직무수행능력 3.093 0.003 1.095 0.276

직업소진 -1.509 0.136 -0.812 0.418

         

<표28>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협조ㆍ지원과 보건진료소의 효율성과의 관련성 분석 

요인

모 형 1 모 형 2

t 통계치 P값 t 통계치 P값

지자체의 

지원정도 
1.914 0.060 0.467 0.641

지방의회의 

지원정도 
3.232 0.002 0.554 0.581

보건소와 

협력관계정도
2.840 0.006 1.571 1.119

마을건강원의 

참여도 
1.651 0.103 0.394 0.694

운 협의회 

협력정도
3.329 0.001 1.684 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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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관련된 다변수 분석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규모수익고정

하에서 측정된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효율적 보건진

료소와 비효율적 보건진료소로 나누고 단순분석에서 다루어졌던 변수들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 다. 독립변수 중 1순위 이용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원의 최종학위는 가변

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 다.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

고 효율적 집단인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모형1(회귀모형의 통계량χ

2=33.500)과 모형2(회귀모형의 통계량χ2=16.853)가 각각 1%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모형1에서,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만성질환자 비

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이 비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의 0.93배 다. 1순위 이용 보건의료기관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에 효율

적 집단으로 될 확률이 타 보건의료기관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에 효율적 집단

으로 될 확률보다 48.16배 높았다.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지역에 대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C도보다 B도에 소재한 경우 효율적 집

단으로 될 확률이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1순위 이용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1순위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타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인 집단으로 될 확률이 4.59배 높았으며, B도에 소재한 

경우가 C도에 소재한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될 확률이 4.20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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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보건진료소 환경적 특성이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모형1) -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1 모형 2

교차비 95%신뢰구간  교차비 95%신뢰구간

버스운행 회수 1.07  0.880-1.292    0.98   0.856-1.127

관할 인구수 1.00  1.000-1.004    1.00    0.999-1.002

노인인구 비율 1.03  0.987-1.077    0.97    0.937-1.009

만성질환자 비율 0.93  0.892-0.972    1.02    0.995-1.049

생활보호세대 비율 1.06  0.964-1.156    1.01    0.943-1.082

타 보건의료기관수 1.02  0.801-1.306    0.89    0.709-1.107

1순위 이용 

보건의료기관
  기 타  1     1

보건진료소  48.16  4.400-527.065   4.59    1.059-19.886

 보건진료소

  지역

  C 도  1     1

  A 도 3.98  0.388-40.716    4.03    0.620-26.241

  B 도 12.96  1.882-89.248   4.20    1.371-12.869

  

                                          

  * 모형1의 Likelihood ratio: χ2=33.500, DF=9, Pr=0.0001 

    모형2의 Likelihood ratio: χ2=16.853, DF=9, Pr=0.0511   

      보건진료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 을 때, 모형1(통계량 χ2=19.937)에서 회

귀모형은 1%유의수준에서 유의하 으며 모형2(통계량χ2=12.340)에서 회귀모형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다. 변수별로 보면, 모형1에서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

태에서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효율적으로 될 확률의 0.89배 다. 또한, 

업무관련 보유 자격증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자격증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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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은 자격증수가 적은 경우에 비해 2.03배 다. 직

무수행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능력점수가 높을수록 효율

적 집단으로 될 확률이 비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보다 1.05배 높게 나타나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모형2에서는 다른 보건진료원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종학위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전문학사 이하 일 때보다 학사학위소지자

일 때 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이 4.06배 높았다. 또한, 업무관련 자격증수에 있어

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자격증수가 많을수록 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이 비

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의 1.88배 다. 

<표30>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이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  

-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1 모형 2

교차비 95%신뢰구간  교차비 95%신뢰구간

보건진료원 연령 0.89 0.796-0.996 0.94 0.863-1.023

현 보건진료소 근무기간 1.01 0.998-1.011 1.01 0.998-1.010

최종학위 전문학사이하 1 1

학사 1.68 0.467-6.042 4.06 1.145-14.426

석사이상 1.23 0.145-10.513 0.89 0.131-6.101

업무관련 보유 자격증수 2.031 1.006-4.100 1.88 1.063-3.306

직무수행능력 1.05 1.009-1.101 1.02 0.981-1.050

직업소진 0.99 0.954-1.021 1.00 0.966-1.027

   

                                                 

  * 모형1의 Likelihood ratio: χ2=19.937, DF=7, Pr=0.0057 

    모형2의 Likelihood ratio: χ2=12.340, DF=7, Pr=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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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정도가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는데, 모형1에 대한 회귀모형(통계량χ2=18.261)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

다. 분석결과 운 협위회의 협력정도가 높을수록 효율적 집단으로 될 확률이 비효

율 집단으로 될 확률보다 1.98배 높았다. 모형2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31> 보건진료소 협조ㆍ지원정도가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 -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1 모형 2

교차비 95%신뢰구간  교차비 95%신뢰구간

지자체의 협조정도 0.75 0.283-1.992 0.96 0.469-1.958

지방의회의 협조정도 2.28 0.899-5.769 0.91 0.498-1.654

보건소와 협력관계 정도 1.73 0.581-5.140 1.52 0.772-3.006

마을건강원의 참여 정도 0.77 0.354-1.678 0.87 0.488-1.565

운 협위회의 협력 정도 1.98 1.107-3.521 1.46 0.869-2.454

                                                 

*  모형1의 Likelihood ratio: χ2=18.261, DF=5, Pr=0.0026 

   모형2의 Likelihood ratio: χ2=4.665, DF=5, Pr=0.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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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대상인 3개 도 소재 177개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수는 평균 843명

이었으며 조사대상의 41.8%가 500명 미만이었는데, 박승자(1983)의 연구에서 2693

명, 김 임(1988)의 연구에서 1548명이었고 박 희 등(2000)의 연구에서는 800명이

었던 것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보건진료소 관할인구수도 현

격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농특법에 명시된 설립기준을 보면 설립 초기에는 

1,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인 곳에 설치가능하도록 하 으나, 1987년 접근성 제고

를 위해 조정을 하여 현재와 같이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000명 미

만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기준에 의해 새로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

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까지 관할구역으로 해야 하므로, 현실

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비율, 만성질환자 비율 등

의 보건지표를 보면 이들 지역의 보건의료욕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보

건진료소 관할구역의 65세 인구비율에 있어서 1987년 8.4%(김 임, 1988), 1996년 

19.6%(박 희 등, 2000)인 반면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36.7%로 

나타났다. 이것을 2000년 현재 전국 평균 7.3%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3.2% 고 권명순

의 연구에서는 26.6%로 나와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연구대상 지역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노인층 외에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욕구가 높은 0-4세 유아의 

비율은 본 연구에서 1.7%이었는데, 1987년 6.7%(김 임, 1988), 1996년 2.4%(박

희 등, 2000)이었던 것을 볼 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건진료소는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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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건강원을 두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 운 에 참여하는 형태인 보건진료소운

협의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마다 참여하는 인원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이경호

(1993)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49.3%가 4-6명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평균 

6명이었다. 권명순(2003)의 연구에서는 5.9명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 다. 운 협의

회위원은 평균 12명이었으며 최소 1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다양하 다. 한편, 보건

진료소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지 않고 보건진료원들 또한 

주민들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민들의 참여ㆍ협조정도를 조사한 결과 마을건강원 및 운 협의회에 대해

서 각각 70.6%, 58,8%가 보통 또는 그 이하라고 하 으며, 이들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각각 41.2%, 3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보건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는 4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는데, 박 희 등(2000)의 연구에서는 73.6%가 긍

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낮았다. 

      연구대상 보건진료원들의 평균 연령 및 경력은 각각 43.4세와 16년 10개월

이었는데, 연령에서 40대가 51.4%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에서 16년-20년인 경우가 

46.6%로 가장 높게 나왔던 권명순(2003)의 연구와 유사하 다. 김 임(1988)의 연

구에서는 평균 연령과 평균 경력이 각각 30.6세, 2년 6개월이었으며, 홍여신 등

(1994)의 연구에서 연령은 30-34세가 31.3%로 가장 높았고 평균경력은 6년 5개월

이었는데, 본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의 차이만큼 증가하고 있

다. 많은 보건진료원들이 열악한 문화적 환경에서 상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만족

감을 가지고(박 희 등, 2000) 보건진료원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건진료원의 교육수준은 전문학사 이하가 65%, 학사 35%, 석사이상 5%이

었는데, 권명순(2003)의 62.2%, 28.2%, 9.6%와 유사하 다. 이전 연구들에서 보면 

전문학사 이하의 비율은 감소하고 석사이상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박승

자(1983)의 연구에서 전문학사 이하의 비율이 96.3%, 이경호(1993)의 연구에서 

82.3%, 유 숙(2001)의 연구에서 76.0%이었다.

      보건진료원들은 포괄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많은 보건진료원들이 간호사 이외의 업무관련 자격증



- 89 -

을 소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호교사 61.6%, 사회복지사 10.7%, 가정간호

사 9.0%, 조산사 4.5%, 보육사 6.8%이었다. 박승자(1983) 연구에서는 양호교사 

42.4%, 조산사 12.5%, 보건간호사 4.6%이었으며, 보건사회연구원(1991)의 연구에서

는 양호교사 48.2%, 조산사 5.8%, 보건간호사 1.7%로 조산사 및 보건간호사 자격

증을 소지한 경우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 보육사, 호스피스사 등 다양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건진료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보건진료원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MBI 측정도구에서 직업소진 정도는 세 

가지 하위 역별로 나누어 측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원들은 모든 

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소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역별로 보면 정서

적 고갈 역의 소진이 가장 높았고 성취감 저하 역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보

건진료원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박 희 등, 2000: 김진순 등, 1991)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에서는 4개 역 전체적인 수행능력은 60점(100

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역별로 보면,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문적 성

장을 위해 여러 학습기회에 참여, 지역사회참여 조장, 지역사회 보건자원의 활용 

등 전문직 역할 역에서 55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낮은 자신감을 보 으며, 건

강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서비스(진료)를 제공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 건

강위해요인 및 기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 건강문제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으로 

이루어진 중재 역에서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 다. 송미숙(2001)의 연구에서 보

건진료원들의 건강증진업무능력에 75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직무수

행능력이 직무교육과 관련된다고 보았을 때 이런 결과를 통해 현재의 보건진료소 

기능이 사정, 계획, 건강관리 환경 조성 등을 강조하기보다는 진료, 교육, 상담, 의

뢰 등 대상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통상질환관리 기

능에 대한 이행정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보건진

료소가 설립된 이후 보건진료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

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보건진료소에 평가는 서비스 수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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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건진료소의 설립취지 및 보건진료원에게 기대되는 수행

능력과 차이가 있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투입변수로 설정한 보건진료소의 비용은 자체내 충당 

되거나 지자체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 는데, 인건비를 제외

한 총 비용이 평균 2,010만원, 최소 303만원에서 최대 7,099만원이었으며, 평균 인

건비는 3,361만원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연구에서 총 비용이 2,100만원으

로 본 연구와 유사하 으며, 최소값 191만원 최대값 8,560만원이었다. 

      산출변수로 설정한 수행건수를 보면, 조사대상 보건진료소 177개의 연간 평

균 내소자수는 3,360명이었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280명이며, 한달 25일 기

준으로 계산하면 일일 약11명이 내소하는 것이다. 김진순(2000)의 연구에서는 일

평균 141명으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나 고일선 등(2002)의 연구에서는 본 연

구와 유사한 월평균 300명이었다. 한편, 7,000명 이상인 곳이 6곳 있었는데, 주로 

관할지역 인구수가 1,500명 이상인 곳이었다. 가정방문건수와 전화상담건수의 월평

균은 각각 28.8건, 28.4건이었는 데, 김진순(2000)의 연구에서는 각각 47건과 52건

(일평균), 고일선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각각 45건과 532건으로 특히 전화상담건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특수사업은 조사대상자 중 25.4%가 실시하 다고 하 는데, 주로 물리치료

와 노인돌보기, 체조, 목용 등 전통적 개념의 보건의료로부터 복지 역까지 확대되

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 부족, 장소미흡 등의 이유로 특수사업의 실시하기에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농특법에 준해 3 역으로 명

시되었으나 1982년 직무조정을 거치면서 7가지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1994년 재

조정을 통해 설정된 9가지가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가 설정된 기

능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 는데, 모자보건ㆍ가족계획 기능에 대

한 이행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지역사회보건관리 기능이었다. 직무별로 보

면 분만관리와 학교보건관리의 수행률이 가장 낮았으며, 환자투약 및 처치와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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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관리의 수행률이 가장 높았다. 이명숙(1989)의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정

도를 분석한 것을 보면 마을건강원의 조직 및 활용, 사업평가 실시, 음료수 관리 

등의 수행률이 낮고 환자진찰(건강사정)과 산전관리의 수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환경 및 보건의료욕

구가 변화함에 따라 각 직무의 수행정도 역시 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

서 보건진료원들은 분만관리, 산전관리, 가족계획, 산후관리, 음료수관리, 식품위생

관리 등을 폐지되거나 재조정되어야 할 직무로 지적하고 있었다.

2)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평가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변수를 다르게 하여 연구모형을 

1과 2로 나누었는데, 분석모형 1에서는 산출변수에 수행건수(내소자수, 가정방문건

수, 전화상담건수, 집단보건교육건수)와 수행정도(일차보건의료 이행정도)가 포함

되었으며, 분석모형2에서는 수행건수만이 포함되었다.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해 공

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포괄적이 아니라 건수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고서 양식 또한 건수위주로 되어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보건진료원들로 하여금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하기

보다는 가시적이며 건수위주의 업무에 주력하게 한다. 따라서 분석모형2는 일차보

건의료기능을 산출변수에 포함시켰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효율성 정도의 차이

를 보고자 한 것이다.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 는데, 규모수익고정을 

전제로 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규모수익가변을 전제로 하여 순수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 다. 측정결과 규모수익고정과 규모수익가변을 전제로 하 을 때 모두 모

형1이 모형2에서보다 효율적 프런티어에 도달한 보건진료소가 많았으며, 평균효율

치도 모형1보다 모형2에서보다 높았다. 이것은 현재 보건진료소 기능이 일차보건

의료기능 위주가 아니라 전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하나로서 설정되고 있어서 실

제 보건진료소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

겠다. 지역별로 보면, 모형1과 모형2에서 효율적 프런티어에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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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피분석대상에게 모범으로 작용하는 준거집단 역시 

B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수행정도를 산출변수에 포함하고 있는 모형1에 대하여 비효율 보건진료소

의 부분별 비효율 정도를 구하 는데, 보건진료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입부분과 산출부분에서 비효율정도가 제시된 회수를 보면, 변수

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투입변수에 대한 경우보다 산출부분에 대한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조사대상 보건진료소들이 투입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산출수를 증가시킴

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부분별로 비효율이 

측정된 횟수를 보면, 사업운 비는 34회, 인건비는 1회 비효율정도가 제시되었으

며, 내소자수 37회, 가정방문건수 81회, 전화상담건수 118회, 보건교육건수 85회, 

일차보건의료 이행정도 20회 비효율 정도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보건진

료소들에서 비효율정도가 제시된 변수는 전화상담건수 다. 

3)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자료포락분석 결과 조사대상 집단을 효율적 프런티어에 도달

한 곳(상대적 효율치가 1인곳)을 효율적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곳을 비효율적 집

단으로 구분하게 되나, 본 연구에서는 효율치를 범위별로 구분하고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범위에 속할 경우 효율적인 집단 또는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구분하 다. 

즉, 기술적 효율치가 0.90-1.0인 경우 효율적인 보건진료소로, 0.60미만인 경우 비

효율적인 보건진료소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단순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는데 먼저 

단순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형1에서는 만성질환자 비율이 낮을수록,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적을수록, 직무수행능력

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정도, 지방의회의 지

원정도, 보건소와의 협력정도, 운 협의회 협력정도 등이 높을수록 효율적이었다. 

반면, 수행건수만을 산출변수로 한 모형2에서는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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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을수록, 운 협의회 협력정도가 클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건진료소 환경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모형1에서 지역사회 경제

적 수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리적 특성에서는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이 B도 일 

경우 C지역인 경우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지표로 

설정한 변수들에서는 만성질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효율적이었으며, 보건의

료자원 측면에서는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적

이었다. 만성질환자들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박춘나 등(2001)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들의 80.6%가 보건진료소

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나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병의원이었으며, 보건진료

소에 대한 불만족의 주요 원인은 약의 종류 부족 및 시설의 미비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성이 낮은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실제 보건진료원들도 만성질환 및 

노인건강관리 위주로 현재의 보건진료소 기능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유 숙, 2001). 

      모형2에서는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그리고 

C지역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1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자 비율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진료소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농특법 및 보건복지부에 의해 일괄적

으로 설정되고 있으나 실제 실시되는 사업 및 서비스는 보건진료소마다 다르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사업은 보건진료원 한 사람에 의해 실시가 되므로 그들의 역

할 및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낮을수

록, 최종학위가 전문학사이하인 경우보다 학사학위를 소지하 을 경우, 업무관련 

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보건진료소인 것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모형1)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건진료원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부응하는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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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편, 모형2에서는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에서 전문학사이하인 경우보다 학사학위를 

소지하 을 경우, 업무관련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보건진료소 사업이 효율적

이었다. 그러나, 모형1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직무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능력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정도 측면에서는 모형1에서 지방의회

의 협조정도가 클수록, 운 협의회 협력정도가 클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진료소 운 형태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일반운 비는 자체적

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의료장비지원, 건물의 보수 및 수리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보건진료소의 폐지 또는 존속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모형2에서는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정도 측면에서 유의

하게 나타난 변수는 없었다. 지역사회 사정, 보건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 등 건수

로 측정될 수 없는 보건진료소 기능의 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실한 반면, 수행건수를 높이는 데는 유관기관 및 지

역주민의 참여가 향을 덜 미친다고 할수 있다.     

      보건의료조직의 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성과내용 및 변수선정 범위 등

에 따라 다르게 분석되므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호(1993)의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의 비용-효과정도에 모자보건 및 진료 부분에

서 지역사회 특성의 향이 컸으며, 교육 및 상담에서 보건진료원 개인적 특성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준(1995)은 보건소의 상대적 효율성에 향요인

으로 인구 도와 1인당 자동차세 부과액, 인력수를 제시하 고, 김성옥(2000)은 보

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에 담당직원의 직업소진이 향요인이라고 하 다. 

보건소는 보건진료소와 같이 공공 일차보건의료조직이지만 조직구성 및 업무내용, 

사업대상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효율성에 향요인들과는 다르게 규

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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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진순(2000)의 연구에서 보건진료원의 경력이 보건진료소서비스 수

행건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명숙(1989)의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에 향요인으로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 직무만족도, 보건소 협력정

도, 민간보건 의료기관 협력정도 등이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에 향을 주는 요인

으로 지적되었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1) 연구자료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 사업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성을 측정한 후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진료소 소장

인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의 물리적 환경특성, 보건진료원 관련 일반

적 사항 및 직업소진, 직무수행능력,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 보건진료소 사업

에 대한 지원 정도, 보건진료소 비용, 보건진료소 사업수행 건수 등을 조사하 다.

      자료수집은 3개 도 지역에 소재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들에 대해 설문

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서는 분석대상 조직의 투입 및 산출구조에 있어서 동질성을 전제로 하게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치되고 구조 및 

운 의 형태를 갖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보건진료소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하

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 및 산출구조

에 있어서 행정적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지역을 특

정 지역으로 한정한 것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제약은 미미할 것으로 본

다. 기존 상대적 효율성 연구들에서도 일정 지역으로 한정지어 연구대상을 설정하

고 있다. Fitzel(1994)는 미시간 지역의 간호요양원을 연구대상으로 하 으며, 김원

진(2002)은 전남지역의 보건소, 김진현 등(1999)은 경남소재 보건소의 효율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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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으며 김희정 등(2002)는 특정 산업보건서비스기관산하 산업보건센타 11개를 

분석대상으로 하 다.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 B, C 

도 소재 보건진료소에 대해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 표출을 하 는데, 설문응

답률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도는 응답률이 가장 저조한 반면 

C도는 보수교육때 수거함으로써 회수율이 높았다. 이들 세 개 지역 보건진료소 

800개소를 표적모집단으로 보았을 때 각 도의 구성비율은 20.1%, 41.1%, 38.8%이

나, 본 연구대상에 포함된 것은 각각 13.0%, 22.6%, 64.4%로써 모집단의 구성비율

과 차이가 났다. 결과적으로 자료수집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연구대

상집단의 불균형을 초래하 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을 가져올 수 요인으로 

작용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효율성 정도 뿐 아니라 효율성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제공자(조직)특성, 대상자특성, 업무기준, 서비스특성, 보

건의료기술 및 환경적 특성의 향을 받으므로(Conrad, 2002), 이런 측면들이 포괄

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공자

(조직)특성과 제반 환경적 특성만을 향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하 다. 또한, 보건

진료소는 하나의 보건의료조직이면서 1인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조직이 

가지는 특성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의 특수한 상황이 반

될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원과 주민참여정도를 파악하 다. 그런데, 이를 파악

하기 위해 하나의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 

본래 설문지에는 마을건강원과 운 위원회의 협조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진료

원의 인식 뿐아니라 연간 회의회수와 전체인원수 및 평균 회의참여수 등을 기입

해 주도록 하 으나 부실하게 응답한 경우가 많아 제외하 다. 한편, 관할지역의 

보건의료지표, 보건의료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설문에 응

해 주도록 하 는데, 기록된 내용이 최근의 과학적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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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보건진료소에서 기록되지 않고 있어서 보건진료원이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기

록하 을 경우 연구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

서는 직접 각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좀더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세 개의 특정 도구가 사용되었는데, 일차보건의료기능 이

행정도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재의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한 후 도구화한 것이다. 보

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한사람의 보건의료인력에 포괄적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건진료원의 각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노인보건관리는 지역사회보건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직무인 반면 통상질환관리 

기능에 따른 직무이기도 하다. 환자추구관리 역시 통상질환관리 기능의 직무이면

서 지역사회보건기능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기존에는 각 직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 다르게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질환관리의 기능

에 속한 환자추구관리가 만성노인질환의 증가로 지역사회보건관리의 기능으로 포

함되고 있다. 즉, 각 기능에 따른 직무가 반드시 특정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직무를 그 비중에 따라 특정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본 도구를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

진과 보건교육의 개념을 특정의 기능으로써 설정하지 않고 기능별 직무로 간주함

으로써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과소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도구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각 기능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효율성 측정의 산출변수로 사용하

는데, 추후 기능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92이었다.        

      직무수행능력은 지역사회보건의료에서 측정된 적이 없으므로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엄 란 등(1998)이 졸업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기초로 하 는데, 대상자 및 건강요구사정, 계획 및 평

가, 전문직 역할, 중재 네가지 역에서 총 15가지 항목으로 구성한 한 후 4점 척

도로 측정하 다. 그러나, 도구 개발 당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 

273항목을 설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역별 항목을 15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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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도구의 

Cronbach alpha 신뢰도는 .81 다.   

      보건진료소 현황에 관한 설문은 보고서 양식을 기초로 하여 구성함으로써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답자가 주관적 판단이나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함으

로써 가져올 수 있는 객관성의 저하를 줄이고자 하 다. 또한, 보건소 보고를 위해 

6개월마다 반기별 통계를 내는 것과는 다르게, 자료포함 범위를 2002.1.1에서 2002. 

12.31까지 1년 동안으로 함으로써 농사일에 따른 계절별 차이를 제거하고자 하

다. 그런데,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포락분석에서는 극단값이 존재할 

경우 효율성 정도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 변수에 있어서 극단값을 갖는 

보건진료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 비용 및 

수행건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경우 이런 연구자료

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도구로 사용한 자료포락분석은 신뢰성에 대한 논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도구로 유용성을 평가

받고 있다(Giuffrida, 2001: Bjorkgren, 2001). 그러나, 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분석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포락분석에서는 투입 및 산출구조가 유사한 집단들 중에서 준거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성이 측정되고 부분별 비효율의 정도가 정해진다. 분석결과 산출된 

정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얻기 위해서는 비교집단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하며, 효율성 분석의 추후 과제로 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보건진료소는 인적 물적으로 유사한 투입

구조를 가지며, 산출과정 역시 동일하다. 한편,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한 연구 중 효

율성에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는 많지 않은데(표 3참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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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ock(1997)의 “보건의료의 효율성 평가틀”을 근간으로 하여 보건진료소의 효

율성에 향요인을 분석하 다.       

      보건진료소는 수행건수로만 측정될 수 없는 포괄적 기능을 하고 있고 여러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의 효율성 평가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질적, 양적 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투입변수는 보건진료소 투입 요

소중 측정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 으며, 산출변수에는 수행건수와 수행정도를 포

함되도록 하 는데 수행건수는 모든 측면의 서비스에 대해 측정되도록 하 다. 

      자료포락분석은 분수형태의 CCR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

형으로 발전하 는데, 보건의료부분에서는 보편적으로 분석대상의 규모수익고정을 

전제로 하는 CCR모형과 규모수익가변을 전제로 하는 BCC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Giuffrida 등(2001)의 가족건강서비스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나 

Spaniol(2002)의 가정간호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윤경준(1995)의 연구와 같이 분

석대상조직의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 없이 CCR모형에 따라 효율성분석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 조직의 생산기술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기

가 어려웠으므로 CCR모형과 BCC모형 둘 다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 다. 그

러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CCR모형에 의해 측정된 효율성 측면

에서만 이루어졌다. 

      자료포락분석에서 효율성은 규모수익고정을 전제로 하는 CCR에 의해 측정

되었을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라 하고 규모수익가변을 전제로 하는 BCC모형에 의

해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순수기술적 효율성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효율성으

로부터 규모 효율성을 구하게 되는 데, 이렇게 구해진 규모효율성을 경제학의 규

모의 경제 측면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선 투입요소

들을 2배, 혹은 3배 등 각 요소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킬 때의 장기적인 

평균적인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지만, 자료포락분석에서는 각 결정단위

(DMU)마다 투입요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단위조직이 커져갈 때 작은 단위

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중간단위는 규모불변이 되고 더 크지면 규모의 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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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에서 자료포락

분석에서 규모효율성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본 연

구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 규모효율성을 측정하 으나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 다. 한편, 인적, 물적 특성상 타 보건의료조직과 다

른 특성을 갖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규모효율성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논의

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효율성 측정결과는 하나의 보조자료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자체만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효율성 측정뿐 

아니라 후속 연구로 효율성 관련요인의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

는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조직 및 대상자 상황이 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편, 자료포락분석의 판별력은 분석대상 집단의 수가 적을수록, 동질성이 낮을수록, 

투입 및 산출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저하되는데,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

고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역에서 이 도

구를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이런 요인들에 대한 연구자간 합의가 필요하

다고 본다. 

  

3. 연구의 의의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효율성에 근거하여 추진방향이 결정되고 있고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민간의료를 주축으로 경쟁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진료

소는 공공성과 복지적 성격으로 인하여 효율성만을 근거로 존속여부 및 방향정립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건강관리기관이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효율성 분석의 결과를 하나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보건진료소제도에 대해서는 현대정

치경제연구소(1999)의 연구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2,995억원의 국민의료

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태화 등(2002)의 연구에서는 편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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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20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자체내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체내 평가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 및 방법론을 토대로 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측면에서는 보건진료소 효율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연구가 촉진될 것이다. 나아가, 간호조직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조직

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효율성 분석 연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측면에서는 비효율적 보건진료소에게 준거집단 및 비효율 관련요인을 

제시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건

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진료소를 경제성을 근거로 그 존속여부를 결

정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효율성 분석은 그 존속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하에서 그 위상 및 기능에 대한 재

조명을 하는 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는 투입과 산출 두 가지 측면에서 부분별(각 

요소별)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관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사업 관련 제반요인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

하 다. 이 연구가 간호부서, 간호단위, 보건진료조직으로 확대될 경우 내ㆍ외적 

상황을 고려한 효율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보건진료소를 시발점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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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제도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투입요소와 산출요

소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들 효

율성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자 서

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세 개 도에 소재한 보건진료소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표출하 으며, 최종 분석대상 보건진료소는 A도, B도, C도가 각각 23개, 40개, 114

개로 총 177개소 다. 자료수집은 이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177명의 보건진료

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보건진

료소 기록양식을 활용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을 구성하 다.   

      연구도구로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엄 란 등(1998)이 개발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직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 등(1981)이 개발

한 MBI를 보건진료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휘수정을 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 다. 한편,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일차보건의료 이행정도

가 사용되었는데, 김진순(2002)이 확인한 내용과 연구보건진료원 직무교재(1998)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도구화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2003년 9월 20일에서 11월 5일까지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

루어졌으며,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이 사용되었고 효

율성에 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t 테스트(또는 χ2 테스트) 및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이루어졌다. 효율성 측정을 위해 투입변수로 보건사업운 비와 인건비를 설

정하 으며 산출변수로는 보건진료소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집단

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 특수사업건수를 설정하 다. 한편, 보건

진료소 효율성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보건진료

소 환경적 특성, 보건진료소 사업 지원 정도 등의 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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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효율치를 근거로 보건진료소를 효율성 집단(효율치가 0.90-1.0)과 비효율성 

집단(효율치가 0.60미만)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대상 177개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177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 비 및 보건사업비는 평균 2,010만

원으로 최소 303만원에서 최대 7,099만원까지 평균 2,010만원을 투입하고 있었다. 

한편, 보건진료소의 인건비는 평균 3,361만원이었으며 최소 2,000만원 최대 5,117만

원이었다.    

      2. 대상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수행건수는 내소자수 280명, 가정방문건수 

28.8건, 전화상담건수 28.4건, 집단보건교육건수 154건이었다. 한편, 일차보건의료기

능 이행정도는 평균 73.8%이었는데, 모자보건ㆍ가족계획 기능과 지역사회보건관리 

기능이 각각 37.2%, 59.2%로 낮았으며 통상질환관리 기능이 92.0%로 가장 높았다.  

     3. 효율성 측정결과 조사대상 보건진료소 177개의 효율성은 규모수익고정을 

전제로 했을 때 모형1에서 평균 0.75, 모형2에서 평균 0.62 으며, 효율치 1에 도달

한 보건진료소는 모형1에서 25개(14.1%), 모형2에서 17개(9.6%) 다. 규모수익가변

을 전제로 하 을 경우 효율치 1에 도달한 보건진료소는 모형1에서 42개(23.7%), 

모형2에서 27개 (15.3%) 으며 평균은 각각 0.82과 0.78이었다.     

      4. 보건진료소 효율성과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 보건진료소 환경적 특성, 보

건진료소 사업 지원 정도 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분석에서 만성질환

자 비율,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 보건진료원의 연령과 직무수행능력 

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정

도, 지방의회의 지원정도, 보건소와의 협력정도, 운 협의회 협력정도 등이 보건진

료소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효율성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

과를 모형1에서 보면, 보건진료원 관련 특성에서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관련 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을

수록 효율적이었다.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에서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은 유의

하지 않았으며, 지리적 특성에서는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이 B도 일 경우 C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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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지표로 설정한 변수들

에서는 만성질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효율적이었으며, 보건의료자원 측면에

서는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적이었다. 보건진

료소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정도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협조정도가 클수록, 

운 협의회 협력정도가 클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2에서는, 보건

진료원 관련 특성에서 전문학사이하인 경우보다 학사학위를 소지하 을 경우, 업

무관련보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보건진료소 사업이 효율적이었다. 보건진료소의 

환경적 특성에서 보건진료소 소재 지역이 B도 일 경우 C지역인 경우보다 효율적

이었으며 보건진료소를 1순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효율적이었다. 보

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정도 측면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없

었다.   

   만성질환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보건의료욕구의 다양화 등 보건의료환경

이 변화하고,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이 치료에서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제도는 1981년 설립되어 20년 이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포괄적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여왔고,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

체내 평가를 통해 효율성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 던 효율성 평가는 평가내용에 기능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포함시킴으로써 효율성 증진이 단순히 건수 위주의 증가 뿐 아니라 질적

인 측면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

으로써 효율성이 정책적 수준에서 조정가능한 것인지를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 보건진료소의 비효율성 정도가 투입 및 산출요소 각각에 대해 

제시되었는데 이중 투입요소인 비용부분은 전체 비효율적 보건진료소의 23.2%(35

개)에서 제시되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보건진료소의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

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으므로, 산출측면에서 효율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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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비효율적 보건진료소들은 전화상담건수, 보건

교육회수, 가정방문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효율성 강화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차보건의료기능 이행정도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가 직무표준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은 투입 및 산출요소 뿐만 아니라 관련된 요인을 변

화시킴으로써 합리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

진료소 서비스의 제공자인 보건진료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보건진

료소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진료소 서비스가 보

건진료원의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통상질환에 대한 중재위주에 치

중되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일차보건의료기능과 함께 보건진료원의 직무를 재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이 높거나 전문학사이하의 학력을 가진 보건진

료원들이 업무관련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보건의료환경에 부응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만성질환자의 보건의료요구는 높은 반면 보건진료

소의 이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곳

일수록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만성질환자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관리가 미흡하여 보건진료소보다 병의원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이들 지역에 대해 만성질

환관리 위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것이다. 한편,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본래 취지 중 하나인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증진에 있어서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5. 보건진료소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수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복지 역까

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원에 대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보건진료원들은 대부분 혼

자 근무하고 있고 지리적ㆍ문화적 소외로 인하여 전문적 지식을 접할 기회를 갖

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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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 연구에서 효율적 보건진료소와 비효율적 보건진료소집단은 상급기관

의 협조 및 지원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시ㆍ군ㆍ구 및 지

방의회, 보건소 등 상급기관들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함

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보건진료소 사업의 실질적 운 권자인 운 협의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운 에 있어서 운 협의회와의 갈등

이 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역할의 명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현재 보건진료소 운 이 진료수입에 의존하여 자체적으로 운 되고 있어

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통상질환관

리” 기능 등에 치중하게 되며 수입과 연결되지 않거나 공적인 평가에 포함되지 않

는 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표 18참조).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건강관

리담당자로서 포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을 수정하여 

공적인 지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진료소가 설립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찾고자하는 것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하에서 그 위상 및 기능에 대

한 재조명을 하는 데 기본 과제가 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수적 접근에 의한 효율성 분석과는 다르게 비모수적 

접근에 의한 효율성 분석을 하 으며, 보건진료소의 제반 특성이 반 된 합리적인 

정책적 함의를 얻기 위해 효율성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다. 효율성을 분

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산출변수는 보건진료원 사업의 최종산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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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중간산출물이었다. 따라서, 질병발생율의 감소, 의료비의 절감, 건강수준의 향

상 등이 측정지표 설정의 어려움 및 관련자료의 제약 등으로 측정되지 못함으로

써 본 연구결과를 가지고 보건진료소 사업의 효율성을 논의하는 데 한계점을 갖

는다고 하겠다. 한편, 보건진료소 사업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적뿐 아니라 

수행정도를 측정변수에 포함시켰는데, 설문응답 대상자인 보건진료원이 자가기입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런 제한점을 보완하면

서 추후 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전체 보건진료소를 모집단으로 하여 질적, 양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지역사회뿐 아니라 임상에서도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효율성 측정을 통

해 합리적 개선안을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3. 보건진료소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민만족도를 측정

하여 보건의료의 효율성이 주민만족도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 지를 분석하 으면 

한다.

      4. 보건의료환경 및 보건의료욕구를 반 할 수 있도록 일차보건의료기능 및 

직무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실무에 있는 보건진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가 필요하다.

      5. 자료포락분석은 비 리 공공서비스 역에서 효율성 측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데 반해 측정모형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 비율분석, 회

귀분석 등 다른 효율성 측정방법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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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일차보건의료기능의 불이행 이유

기 능 보건진료소 기능별 직무 이행하지 못한 이유(응답 건수)

1) 지역사

회 조직

및 활용

 지역사회조직의 활용 면사무소의 협조낮음(1)

 보건진료소 운 협의회 운
협의회 위원들의 무관심(2), 시간적, 경제적 여건 

불충분(1), 지나친 간섭(1)

2) 사업계

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전산화 부진(1) 

 보건사업평가계획의 수립
인력ㆍ시간부족(3), 전산화 부진(1), 관련공무원의 

협조 미약(1)

 가정기록부 작성 불필요(1), 인력ㆍ시간부족(2)

3) 지역사

회 보건

관리

 음료수관리
타 분야에서 담당(22), 인력ㆍ시간부족(8), 자체관

리(4), 전문지식부족(2), 법적 한계(1)

 식품위생관리
타 분야에서 담당(6), 인력ㆍ시간부족(4), 필요없

음(2), 전문지식부족(1)

 환경위생관리
타 분야에서 담당(3), 인력ㆍ시간부족(5), 재정부

족(1), 관심없음(1), 지식부족(1), 법적한계

 기생충관리
인력ㆍ시간부족(3), 재정부족(1), 타 분야에서 담

당(1)

 양관리 인력ㆍ시간부족(1), 필요없음(1), 법적한계(1) 

 학교보건관리
학교없음(70), 타분야(보건교사) 담당(19), 보건지

소소관(4)

 전염병관리 인력ㆍ시간부족(1)

 구강보건관리 타분야(치과)에서 함(5), 보건지소 소관(2)

4) 모자보

건 및 가

족계획

 산전관리 대상자 없음(72), 병원이용(2), 보건지소 소관(1)

 분만관리
대상자 없음(71), 병원분만(28), 능력부족(3), 시설

부족(4)

 산후관리 대상자 없음(72), 병원이용(6), 시설부족(2)

 유아관리 대상자 없음(47), 병원이용(1), 보건지소소관(1)

 가족계획 대상자 없음(52), 필요없음(2)

5) 통상질  

  환관리
 응급환자관리 인근 병원이용(3)

7) 재활 

  관리
 재활기관과의 협력ㆍ팀활동 관내재활기관 없음(5)

9) 사업운

 관리

 및 지도

 필요한 인력확보 및 관리 유휴인력 없음(2), 재정부족(1)

 일반관리업무(공문서, 활동기

록 등) 및 기타 기록부 작성
업무량과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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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DEA 에 의한 각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정도 -모형1 

TE PTE SE TE PTE SE

A1 0.89 1.00 0.89 B30 0.61 0.62 0.97 

A2 0.89 1.00 0.89 B31 0.48 0.74 0.65 

A3 0.60 0.63 0.94 B32 0.82 0.95 0.86 

A4 1.00 1.00 1.00 B33 0.61 0.63 0.98 

A5 0.89 0.89 0.99 B34 1.00 1.00 1.00 

A6 0.76 0.90 0.85 B35 1.00 1.00 1.00 

A7 0.95 0.96 0.99 B36 1.00 1.00 1.00 

A8 0.72 0.83 0.88 B37 0.65 0.72 0.90 

A9 0.61 0.75 0.81 B38 1.00 1.00 1.00 

A10 0.89 0.89 1.00 B39 0.64 0.67 0.95 

A11 0.71 0.75 0.95 B40 0.86 0.89 0.97 

A12 0.67 0.73 0.91 B41 0.47 0.74 0.64 

A13 0.63 1.00 0.63 B42 0.69 0.73 0.95 

A14 0.74 0.76 0.97 B43 0.75 0.76 0.98 

A15 0.61 0.62 0.98 B44 0.91 1.00 0.91 

A16 0.37 0.57 0.64 B45 0.87 0.92 0.95 

A17 0.81 0.82 0.99 B46 0.81 0.82 0.99 

A18 0.59 0.67 0.89 B47 0.53 0.61 0.88 

A19 0.94 1.00 0.93 B48 0.69 0.78 0.88 

A20 0.83 0.84 0.99 B49 0.59 0.69 0.86 

A21 0.96 1.00 0.96 B50 1.00 1.00 1.00 

A22 0.71 0.79 0.90 B51 0.74 0.75 0.99 

A23 1.00 1.00 1.00 B52 0.67 0.99 0.68 

B24 1.00 1.00 1.00 B53 0.87 1.00 0.87 

B25 0.70 0.77 0.92 B54 0.81 0.88 0.92 

B26 0.92 1.00 0.92 B55 0.8 0.92 0.97 

B27 1.00 1.00 1.00 B56 1.00 1.00 1.00 

B28 0.69 0.79 0.88 B57 0.65 0.74 0.87 

B29 0.53 0.69 0.77 B58 1.00 1.00 1.00 

*A, B, C는 지역(도)구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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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PTE SE TE PTE SE

B59 0.65 0.89 0.73 C89 1.00 1.00 1.00 

B60 0.63 0.71 0.89 C90 0.63 0.75 0.84 

B61 1.00 1.00 1.00 C91 0.64 0.77 0.82 

B62 0.83 0.93 0.89 C92 0.80 0.80 1.00 

B63 1.00 1.00 1.00 C93 0.66 0.66 0.99 

C64 0.68 0.68 0.99 C94 0.99 1.00 0.99

C65 0.93 0.95 0.98 C95 0.69 0.71 0.96 

C66 1.00 1.00 1.00 C96 0.47 0.59 0.81 

C67 0.68 0.70 0.98 C97 0.60 0.65 0.93 

C68 0.57 0.64 0.90 C98 0.62 0.67 0.92 

C69 0.66 0.74 0.89 C99 0.96 0.97 0.99 

C70 0.87 0.91 0.95 C100 0.51 0.57 0.89 

C71 0.64 0.72 0.88 C101 1.00 1.00 1.00 

C72 0.78 0.94 0.83 C102 0.49 0.67 0.75 

C73 1.00 1.00 1.00 C103 0.75 0.79 0.95 

C74 0.55 0.73 0.75 C104 0.60 0.68 0.89 

C75 0.71 0.87 0.82 C105 0.79 0.86 0.92 

C76 0.41 0.54 0.76 C106 0.63 0.72 0.87 

C77 0.91 0.93 0.99 C107 0.78 0.80 0.97 

C78 0.78 1.00 0.78 C108 1.00 1.00 1.00 

C79 0.95 1.00 0.95 C109 0.79 1.00 0.79 

C80 0.53 0.64 0.83 C110 0.67 0.69 0.97 

C81 0.76 1.00 0.76 C111 0.59 0.73 0.81 

C82 0.81 0.81 0.99 C112 0.98 0.99 0.99 

C83 0.87 0.88 0.99 C113 0.59 0.75 0.78 

C84 0.91 0.91 0.99 C114 0.54 0.64 0.83 

C85 0.53 0.70 0.76 C115 0.69 0.76 0.92 

C86 0.81 0.88 0.92 C116 0.73 0.76 0.96 

C87 0.62 0.70 0.88 C117 0.54 0.72 0.75 

C88 0.74 0.74 0.99 C118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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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PTE SE TE PTE SE

C119 0.80 0.84 0.95 C149 0.77 0.78 0.98 

C120 0.60 0.60 1.00 C150 0.77 0.77 1.00 

C121 0.81 0.84 0.97 C151 0.57 0.61 0.92 

C122 0.60 0.61 0.99 C152 0.96 1.00 0.96 

C123 0.53 0.63 0.83 C153 0.56 0.65 0.86 

C124 0.88 1.00 0.88 C154 0.59 0.69 0.85 

C125 0.71 0.76 0.94 C155 0.39 0.66 0.60 

C126 0.69 0.75 0.93 C156 0.60 0.69 0.87 

C127 0.69 0.83 0.83 C157 0.72 0.72 1.00 

C128 0.70 0.72 0.97 C158 0.69 0.72 0.95 

C129 0.91 0.92 0.98 C159 1.00 1.00 1.00 

C130 0.81 0.84 0.97 C160 0.50 0.56 0.90 

C131 0.89 0.94 0.94 C161 0.77 0.80 0.95 

C132 0.64 0.69 0.92 C162 0.75 0.76 0.99 

C133 0.78 0.86 0.91 C163 0.96 0.99 0.97 

C134 0.62 0.62 1.00 C164 0.78 0.85 0.92 

C135 0.79 1.00 0.73 C165 0.58 0.67 0.86 

C136 0.86 0.96 0.89 C166 0.59 0.61 0.98 

C137 1.00 1.00 1.00 C167 0.82 0.83 0.99 

C138 0.65 0.69 0.93 C168 0.93 0.93 1.00 

C139 1.00 1.00 1.00 C169 1.00 1.00 1.00 

C140 0.74 0.77 0.96 C170 0.68 0.72 0.94 

C141 0.65 0.65 1.00 C171 0.84 1.00 0.84 

C142 0.65 0.87 0.74 C172 0.73 0.84 0.86 

C143 0.62 0.64 0.97 C173 0.61 0.67 0.91 

C144 0.63 0.67 0.94 C174 1.00 1.00 1.00 

C145 0.73 0.77 0.95 C175 0.70 0.75 0.94 

C146 0.76 0.82 0.93 C176 1.00 1.00 1.00 

C147 1.00 1.00 1.00 C177 0.43 0.55 0.78 

C148 0.57 0.58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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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DEA 에 의한 각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정도 -모형2

TE PTE SE TE PTE SE

A1 0.83 0.85 0.97 B30 0.21 0.59 0.36 

A2 0.72 0.84 0.86 B31 0.47 0.74 0.64 

A3 0.42 0.62 0.67 B32 0.74 0.78 0.94 

A4 1.00 1.00 1.00 B33 0.52 0.63 0.83 

A5 0.89 0.89 0.99 B34 1.00 1.00 1.00 

A6 0.65 0.90 0.72 B35 0.95 1.00 0.95 

A7 0.72 0.81 0.89 B36 1.00 1.00 1.00 

A8 0.53 0.70 0.76 B37 0.34 0.67 0.51 

A9 0.53 0.74 0.71 B38 1.00 1.00 1.00 

A10 0.85 0.85 0.99 B39 0.64 0.67 0.95 

A11 0.59 0.74 0.79 B40 0.86 0.89 0.97 

A12 0.28 0.73 0.38 B41 0.32 0.74 0.43 

A13 0.56 0.57 0.98 B42 0.54 0.73 0.74 

A14 0.68 0.72 0.95 B43 0.38 0.69 0.56 

A15 0.52 0.62 0.83 B44 0.89 0.89 0.99 

A16 0.12 0.57 0.21 B45 0.85 0.87 0.98 

A17 0.41 0.60 0.68 B46 0.77 0.82 0.95 

A18 0.22 0.67 0.33 B47 0.29 0.60 0.47 

A19 0.90 1.00 0.90 B48 0.41 0.78 0.53 

A20 0.73 0.77 0.95 B49 0.41 0.69 0.59 

A21 0.56 0.71 0.78 B50 1.00 1.00 1.00 

A22 0.61 0.79 0.78 B51 0.51 0.75 0.69 

A23 1.00 1.00 1.00 B52 0.47 0.99 0.47 

B24 0.98 0.99 0.99 B53 0.69 0.74 0.93 

B25 0.55 0.74 0.75 B54 0.56 0.88 0.64 

B26 0.92 1.00 0.92 B55 0.45 0.69 0.65 

B27 0.90 1.00 0.90 B56 0.86 1.00 0.86 

B28 0.65 0.66 0.99 B57 0.37 0.74 0.49 

B29 0.37 0.69 0.53 B58 0.99 0.99 1.00 

*A, B, C는 지역(도)구분임



- 121 -

TE PTE SE TE PTE SE

B59 0.59 0.89 0.66 C89 1.00 1.00 1.00 

B60 0.43 0.68 0.63 C90 0.47 0.75 0.63 

B61 1.00 1.00 1.00 C91 0.50 0.77 0.65

B62 0.30 0.91 0.33 C92 0.62 0.80 0.78 

B63 1.00 1.00 1.00 C93 0.38 0.59 0.65 

C64 0.54 0.64 0.84 C94 0.94 1.00 0.94 

C65 0.93 0.95 0.98 C95 0.43 0.60 0.73 

C66 1.00 1.00 1.00 C96 0.26 0.59 0.44 

C67 0.59 0.67 0.87 C97 0.52 0.65 0.80 

C68 0.52 0.64 0.81 C98 0.52 0.67 0.78 

C69 0.63 0.74 0.86 C99 0.72 0.96 0.74 

C70 0.81 0.85 0.96 C100 0.40 0.57 0.70 

C71 0.46 0.72 0.63 C101 1.00 1.00 1.00 

C72 0.71 0.94 0.76 C102 0.24 0.67 0.35 

C73 1.00 1.00 1.00 C103 0.39 0.74 0.53 

C74 0.53 0.73 0.73 C104 0.53 0.68 0.78 

C75 0.47 0.68 0.69 C105 0.72 0.86 0.84 

C76 0.27 0.54 0.51 C106 0.53 0.61 0.88 

C77 0.86 0.89 0.97 C107 0.75 0.76 0.99 

C78 0.63 0.68 0.92 C108 0.96 1.00 0.96 

C79 0.89 1.00 0.89 C109 0.78 1.00 0.78 

C80 0.30 0.64 0.46 C110 0.54 0.69 0.78 

C81 0.51 0.69 0.73 C111 0.59 0.73 0.81 

C82 0.61 0.76 0.81 C112 0.81 0.99 0.82 

C83 0.81 0.88 0.93 C113 0.52 0.75 0.69 

C84 0.60 0.90 0.67 C114 0.24 0.64 0.37 

C85 0.38 0.70 0.54 C115 0.58 0.76 0.76 

C86 0.81 0.88 0.92 C116 0.51 0.76 0.68 

C87 0.62 0.70 0.88 C117 0.34 0.72 0.48 

C88 0.74 0.74 0.99 C118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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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PTE SE TE PTE SE

C119 0.50 0.70 0.72 C149 0.71 0.75 0.94 

C120 0.46 0.57 0.81 C150 0.74 0.76 0.97 

C121 0.51 0.84 0.60 C151 0.48 0.61 0.78 

C122 0.41 0.61 0.68 C152 0.96 1.00 0.96 

C123 0.40 0.63 0.64 C153 0.43 0.65 0.67 

C124 0.88 1.00 0.88 C154 0.27 0.69 0.40 

C125 0.53 0.70 0.75 C155 0.37 0.66 0.57 

C126 0.47 0.75 0.63 C156 0.42 0.69 0.61 

C127 0.46 0.83 0.55 C157 0.55 0.68 0.81 

C128 0.65 0.72 0.90 C158 0.54 0.64 0.84 

C129 0.67 0.89 0.75 C159 1.00 1.00 1.00 

C130 0.60 0.83 0.72 C160 0.24 0.56 0.43 

C131 0.80 0.94 0.85 C161 0.59 0.80 0.74 

C132 0.54 0.62 0.87 C162 0.54 0.76 0.71 

C133 0.77 0.86 0.90 C163 0.92 0.93 0.99 

C134 0.37 0.62 0.59 C164 0.78 0.78 0.99 

C135 0.72 0.72 0.99 C165 0.51 0.67 0.76 

C136 0.80 0.83 0.96 C166 0.59 0.61 0.97 

C137 0.66 0.66 1.00 C167 0.79 0.82 0.97 

C138 0.57 0.69 0.82 C168 0.91 0.93 0.98 

C139 0.74 0.97 0.77 C169 0.72 0.78 0.92 

C140 0.47 0.66 0.72 C170 0.52 0.72 0.72 

C141 0.58 0.65 0.89 C171 0.52 0.66 0.78 

C142 0.64 0.87 0.74 C172 0.57 0.84 0.68 

C143 0.49 0.63 0.77 C173 0.46 0.67 0.69 

C144 0.49 0.67 0.73 C174 1.00 1.00 1.00 

C145 0.68 0.77 0.89 C175 0.55 0.75 0.73 

C146 0.52 0.82 0.63 C176 1.00 1.00 1.00 

C147 1.00 1.00 1.00 C177 0.33 0.55 0.61 

C148 0.38 0.58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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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4>  비효율적 DMU에 대한 준거집단-모형1              굵은 씨: 중요 DMU

DMU#         준   거   집  단 DMU#        준   거   집   단

A1  A23, B50, C101, C159 B46  B50, C66, C174 

A2  B50, B58, C118 B47  B27, B38, B58  

A3  B50, C73, C89, C118 B48  B38, B50 

A5  C73, C89 B49  B50, C89, C118, C159, C174 

A6  B38, B50, C174 B51  B38, B50, 174  

A7  B35, B56, B58, C89, C159 B52  B50, B56, C66, C174 

A8  B24, B50, C159, C174 B53  B27, B35, B38, C66, C101 

A9  B27, B56, B58, C174 B54  B50, B56, C89, C174 

A10  B50, C73, C89, C118 B55  B35, B56, B58 

A11  B50, C73, C89 B57  B24, B38, B50 

A12  B38, B50 B59  B50, C89, C118, C174 

A13  A23, B27, B36, B38, B66, C101 B60  B35, B58, C89, C139

A14  B27, B50, B58, C118 B62  B35, B56, C137 

A15  B38, B50, C174 C64  B50, B56, C66, C174

A16  B38, B50 C65  C73, C89, C118, C159 

A17  B35, B56, B58, C137 C67  B24, B38, B50, C174 

A18  B50 C68  B50, C73, C89, C118

A19  A23, B27, B58 C69  B50, B56, C66, C89, C118, C174 

A20  B35, B56, C66, C174 C70  B50, B56, C66, C89, C118, C174

A21  B35, B58, C101, C137 C71  B24, B38, B50 

A22  B38, B50, C159 C72  B27, B50, C118, C174 

B25  B27, B35, B50, C101, C137, C159 C74  B38, B50, C118, C159, C174

B26  B61, C66, C89, C118 C75  B50, C89, C159, C176

B28  B50, B56, C66, C118, C174 C76  B24, B50, C159, C174 

B29  B24, B38, B50, C174 C77  B56, B61, C66, C89, C118 

B30  B50, C176 C78  B27, B50, B56, C159, C174 

B31  C73, C89, C118, C159 C79  B56, B61, C118, C174 

B32  B38, B50, C66, C174 C80  B50, C159, C176 

B33  B56, C66, C89, C174 C81  B24, B38, B50

B37  A35, B50, B56, C139, C176 C82  B35, B56, C89, C159, C176 

B39  C66, C89 C83  B56, C66, C174 

B40  B34, B50, C118, C159 C84  B50, C159, C176 

B41  B50, C159, C176 C85  B50, C89, C159, C714 

B42  B27, B50, C174 C86  A4, A23, C118 

B43  B27, B50, B56 C87  C66, C159, C174 

B44  A23, B27, B38, C174 C88  B38, C118, C159 

B45  B35, B38, B50, C66, C159, C174 C90  B24, B38, B50, C174 

*A, B, C는 지역(도) 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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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준   거   집  단 DMU#        준   거   집   단

C91  B24, B38, B50, C174 C133  C66, C89, C159, C174 

C92  B24, B38, B50 C134  B24, B50, C159 

C93  B50, B56, C159, C176 C135  B38, B50, C66, C101, C159 

C94  A23, B36, B58, C118, C159 C136  A23, B38, B50, C66, C174 

C95  B27, B50, B56, C159 C138  B50, C89, C118, C159, C174 

C96  B50, C89, C159, C174 C140  B50, B56, C73, C89, C118 

C97  B50, C73, C89, C118  C141  B24, B50, C159, C174 

C98  B50, C89, C118, C174 C142  A23, B36, B38, C101, C159 

C99  B38, B50 C143  B50, C89, C159, C174 

C100  B24, B50, C159, C174 C144  B24, B50, C159, C174 

C102  B50, B56, C176  C145  B56, C66, C174 

C103  B24, B50, C159  C146  B38, B50 

C104  B24, B38, B50, C159, C174  C148  B38, B50 

C105  B38, B50, C118, C159, C174  C149  B56, C66, C89, C174 

C106  B50, C89, C159, C174 C150  B56, C66, C89 

C107  B56, C66, C89 C151  B50, C89, C118, C174 

C109  B56, B61, C66, C89, C118 C152  A23, B38, C159 

C110  B50, C89, C159, C174 C153  B50, C89, C139 

C111  C66, C89, C159, C174 C154  B24, B38,B 50 

C112  B50, C159, C176 C155  B50, C73, C89 

C113  B24, B50, C159 C156  B50, C89, C159,C 176 

C114  B50, C159, C176 C157  B56, C89, C176 

C115  B50, C73, C118 C158  B34, B35, B58, C89, C139 

C116  B27, B38, B58 C160  B38, B50  

C117  B50, C89, C139, C176 C161  B24, B38, B50

C119  B27, B50, B56 C162  B24, B38, B50, C174 

C120  B27, B38, B56, C159, C174 C163  B56, B61, C66, C89 

C121  B24, B38, B50 C164  B56, C66, C89, C174 

C122  B24, B38, B50 C165  B24, B38, B50 

C123  B27, B50, B56, C159 C166  B56, B61, C89, C118, C174 

C124  B61, C118, C174 C167  A4, B58, C118 

C125  B24, B50, C159, C174 C168  B35, C66, C89, C159, C174 

C126  B24, B38, B50 C170  B50, C89, C159, C174 

C127  B38, B50 C171  B34, B35, C89, C139, C176 

C128  B50, C89, C118, C714 C172  B24, B38, B50, C174

C129  B27, B38, B50 C173  B50, B56, C89, C174 

C130  B24, B27, B38, C159 C175  B50, B56, C89, C174

C131  B38, B50, C101, C159 C177  B50, C89, C159, C174 

C132  B27, B50, C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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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부문별 비효율 정도-모형1

사업운 비 인건비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특수사업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

비효율

(%)

관찰치

(건수)

A1 4,200 47.2 3,510 5,000 120 196.5 1,500 10 85 1

A2 1,920 3,060 2,370 33.6 190 36.4 140 360.8 36 93 

A3 1,090 3,600 920 110.5 310 120 508.0 16 78 

A5 1,530 4,011 2,000 98.6 220 43.5 250 6.5 50 49 57.7 

A6 3,300 6.7 2,860 5,500 240 84.5 300 45.0 12 60 

A7 1,600 3,508 4,850 180 166.2 240 30.3 24 85 

A8 1,940 3,500 4,080 360 135 417.3 4 374.3 90 

A9 2,180 3,010 1,810 41.8 220 25 256.3 26 56 1.4 

A10 1,260 3,800 2,580 53.1 500 60 768.6 40 83 

A11 1,420 3,400 1,800 29.9 60 237.6 120 333.5 30 72 

A12 2,200 22.8 2,800 1,800 100 118.4 300 192.5 4 231.3 82 

A13 5,380 3.8 5,117 5,760 650 920 30 91 

A14 3,130 3,600 4,000 170 113.2 30 1222.7 38 86 

A15 4,540 15.8 4,013 5,039 553 35 1001.7 20 5.8 78 

A16 4,600 24.4 3,500 950 76 80.0 156 313.7 4 138.0 59 

A17 3,100 35.4 3,611 2,800 12.3 150 175.4 300 20 81 

A18 2,700 31.3 3,005 1,200 4.1 130 43.8 250 263.6 7 90.7 83 

A19 4,200 13.7 4,008 4,077 37.8 331 263 59.4 60 85 21.8 

A20 1,151 3,010 1,000 171.0 690 44 881.6 9 58 15.4 

A21 4,300 67.7 3,000 700 345.4 520 500 10 70 3.6 

A22 2,650 9.3 3,218 4,940 180 60.8 750 5 93.0 67 

B25 2,110 3,100 3,352 326 664 7 105.6 64 

B26 1,570 3,470 2,680 35.5 750 1,010 34 83 0.7 

B28 2,020 4,005 2,400 33.1 706 768 24 86 

B29 1,700 3,008 1,996 240 180 211.7 12 8.3 65 

B30 1,000 3,717 1,500 30.8 120 59.6 50 1249.2 3 337.3 84 

B31 1,100 3,000 2,030 42 309.5 170 28.9 16 32 

B32 1,710 4.3 3,100 2,930 647 900 12 27.4 83 

B33 1,450 3,500 2,239 516 30 469.3 3 469.3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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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 비 인건비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특수사업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

비효율

(%)

관찰치

(건수)

B37 870 3,500 2,001 173 115.2 300 2 302.0 67 1

B39 1,150 4,000 2,575 0.6 697 720 7.0 4 196.0 48 35.4 0

B40 1,370 3,200 3,026 309 18.5 1,200 22 59 58.0 0

B41 938 3,017 2,059 64 63.9 26 1538.7 4 51.3 44 0

B42 3,240 14.7 3,000 1,560 88.9 336 312 69.8 25 78 0

B43 1,840 19.6 3,000 1,800 340 40.0 110 127.3 4 333.8 82 1

B44 5,200 45.1 3,000 5,880 700 3.3 120 30 82 0

B45 2,110 3,000 5,205 649 250 2 463.0 63 1

B46 2,785 17.9 3,000 4,542 0.1 659 126 24 17.0 80 0

B47 4,050 7.7 3,700 3,232 240 14.4 180 31.3 1 2639.0 63 1

B48 2,846 22.7 2,800 2,739 185 44.0 180 326.5 12 2.6 75 0

B49 1,200 3,000 1,767 225 13.4 202 232.8 14 72 0

B51 2,200 9.9 3,000 3,173 406 35 1701.9 1 1855.0 85 0

B52 1,034 2,015 1,357 11.0 259 350 4 195.8 53 0

B53 3,200 28.2 3,452 3,600 720 890 3 515.0 86 1

B54 913 2,418 1,961 335 360 52.3 5 211.4 73 0

B55 5,900 63.0 3,200 3,000 14.0 400 2.1 50 146.8 16 67.4 77 2

B57 1,742 3,010 3,000 144 31.8 120 439.9 4 191.0 72 0

B59 1,300 2,402 2,388 189 86.8 231 8.1 18 48 0

B60 902 3,500 2,220 156 164.2 120 25.3 12 47 20.8 1

B62 962 15.1 2,200 703 84.7 186 94.2 183 5 93.0 60 1

C64 1,670 3,509 1,664 50.8 628 600 2 663.5 77 0

C65 1,500 3,600 3,939 269 20 1371.7 48 60 18.5 0

C67 2,650 3,800 5,050 503 257 19.6 16 44.9 83 0

C68 1,825 3,900 2,271 10.1 300 25 2344.5 30 66 0

C69 1,500 3,200 2600 450 560 24 63 0

C70 1,580 3,000 3200 628 721 24 83 0

C71 2,900 3,500 5000 160 82.4 360 40.7 4 175.3 66 0

C72 1,438 2,413 2510 345 3.0 546 6.1 25 63 0

C74 1,511 3,000 2,535 134 47.1 640 12 56 0

C75 1,022 3,600 2,589 232 212 271.0 14 3.9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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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 비 인건비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특수사업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

비효율

(%)

관찰치

(건수)

C76 1,928 4,000 2300 200 300 106.9 4 175.8 61  0

C77 930 3,008 2000 680 40 478.9 20 76 0

C78 2,624 3,500 3,804 570 276 21.9 28 8.2 95 

C79 1,192 3,500 1,856 31.2 814 165 29.7 26 98 0

C80 1,287 3,400 2,274 138 12.9 76 863.1 4 144.5 67 0

C81 2,328 3,500 4,294 193 67.9 350 163.2 13 23.2 98 1

C82 840 3,000 1,873 497 120 34.0 4 247.5 80 0

C83 1,499 2,713 2,352 33.4 722 350 66.8 6 162.3 68 1

C84 936 2,600 2,878 125 60.3 218 314.7 12 5.5 86 0

C85 1,299 3,000 1,931 110 108.0 148 276.1 12 60 1

C86 2,470 3,000 2750 5.8 180 77.0 96 217.8 40 58 0

C87 2,234 4,000 6000 403 50 857.9 2 541.5 48 17.7 0

C88 2,305 4,000 4,361 209 161.4 60 1516.0 44 70 12.2 0

C90 1,802 3,000 3,138 180 15.7 30 1710.4 12 67 0

C91 1,850 3,000 3,571 206 215 96.8 11 8.0 63 1

C92 3,388 3,500 6,960 377 19.3 240 146.2 6 119.0 77 0

C93 1,280 3,700 2,084 324 44.7 146 145.7 2 626.5 86 2

C94 4,000 4,000 6,387 180 266.0 1,500 50 44 102.5 0

C95 2,000 3,700 2,763 412 12.2 319 44.5 3 590.0 91 0

C96 1,510 3,500 1700 180 250 201.5 2 470.0 69 1

C97 1,600 4,000 2100 15.2 220 30 1446.3 30 68 1

C98 1,646 3,500 2700 330 22.5 70 738.6 23 73 0

C99 3,705 10.4 3,000 7,589 234 140.4 240 163.0 2 568.5 77 0

C100 2,100 4,300 4000 75 229.4 245 198.2 12 69 0

C102 714 3,800 1,170 51.1 180 90 198.4 3 212.3 60 0

C103 1,200 2,800 1,774 110 91.7 98 947.2 12 23.2 93 0

C104 2,472 3,500 4,037 86 370.1 350 18 69 0

C105 2,445 3,200 6,048 174 121.6 650 14 64 0

C106 1,950 4,500 4000 240 153.1 100 322.8 26 89 0

C107 830 4,000 3,187 1.9 699 50 882.4 20 2.0 84 0

C109 1,219 4,000 3,026 820 600 0.2 20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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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 비 인건비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특수사업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

비효율

(%)

관찰치

(건수)

C110 1,975 3,313 3,374 440 38 1231.6 5 324.2 82 0

C111 1,500 3,000 2560 500 200 113.3 3 284.0 49 0

C112 1,250 3,200 7320 120 54.0 250 305.3 2 219.5 72 0

C113 1,700 3,620 5,376 85 41.5 30 2013.5 4 15.3 48 0

C114 1,201 3,300 1,838 89 78.7 70 920.2 3 251.7 69 0

C115 760 3,500 1,437 81.8 80 426.6 249 111.5 19 73 1

C116 4,246 3.9 3,500 6,014 224 113.3 277 3.9 6 316.7 68 0

C117 675 3,500 1,500 145 3.2 120 162.7 10 61 1

C119 1,496 8.7 3,000 1,900 426 16.1 324 3.6 12 54.1 90 1

C120 2,707 4,000 3,483 506 128 89.5 4 395.8 77 0

C121 2,720 3,000 5,063 69 491.0 150 384.0 2 559.0 78 0

C122 3,063 4,210 5100 185 56.0 150 332.4 6 122.0 81 1

C123 1,560 4,000 4,043 171 57.0 60 604.3 4 64.3 52 0

C124 1,953 3,500 2,113 104.4 781 30 955.0 36 63 37.1 0

C125 1,508 3,200 2800 200 15.7 600 54.8 15 91 0

C126 1,974 3,000 3,241 185 40.0 123 514.1 12 7.0 78 0

C127 2,196 1.5 2,700 3,297 193 49.9 120 448.2 8 39.0 67 0

C128 1,707 3,890 3,567 51 958.3 240 181.3 33 78 1

C129 3,990 13.3 3,000 6130 239 123.5 41 841.0 14 94.8 78 1

C130 3,077 3,000 4,989 180 140.5 90 339.4 13 104.8 74 0

C131 3,824 31.1 2,800 5,728 392 725 5 114.2 69 0

C132 2,922 9.6 3,800 3860 103 437.2 157 155.3 26 89 0

C133 1,700 3,000 4800 500 200 33.8 4 378.8 63 0

C134 1,597 3,500 2460 120 69.0 20 4635.6 12 17.7 90 0

C135 2,118 3,700 2,866 436 1,382 9 26.4 86 0

C136 4,332 41.8 3,200 4,231 727 862 16 78 0

C138 1,600 3,200 2500 150 123.9 700 20 77 1

C140 1,220 3,500 1,800 300 73.2 50 396.9 20 90

C141 2,358 4,500 6,646 366 360 106.1 5 194.8 76 0

C142 6,500 29.6 3,020 5928 380 400 7 34 0

C143 1,300 4,008 3,598 333 72 940.0 9 63.9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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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 비 인건비 내소자수 가정방문건수 전화상담건수 보건교육건수 일차보건의료기능 특수사업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만원)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건수)

비효율

(%)

관찰치

(%)

비효율

(%)

관찰치

(건수)

C144 1,938 3,708 4,264 305 48 1349.4 5 197.6 76 0

C145 1,443 3,000 2006 20.7 670 138 348.9 7 68.7 64 0

C146 3,087 2.4 3,100 5290 200 108.7 130 404.7 4 207.8 73 0

C148 2,301 17.0 3,500 1,621 154 42.9 716 37.9 5 193.4 91 0

C149 870 3,680 2,762 652 215 107.1 8 123.8 80 0

C150 807 3,900 2,586 22.7 679 150 248.3 6 217.8 78 0

C151 2,000 3,800 2900 180 137.4 380 40.9 24 73 0

C152 7,099 15.5 4,980 15170 180 386.5 900 24 75 7.1 0

C153 816 4,008 2,002 1.4 174 105.0 180 139.1 16 68 0

C154 1,620 3,000 1910 80 157.6 130 505.6 6 102.8 75 0

C155 897 3,400 1,342 5.1 194 5.1 264 8.2 12 40 0

C156 909 3,400 2,193 194 245 136.7 11 3.7 70 0

C157 750 4,000 1,856 49.7 491 160 58.9 17 3.0 84 0

C158 863 4,000 1,269 180 130.9 700 12 59 17.0 1

C160 1,730 1.3 3,600 1,494 90 122.5 200 343.9 10 32.1 82 0

C161 2,173 3,200 5,095 179 27.8 240 125.4 10 23.2 75 0

C162 1,994 3,254 4,381 297 120 370.4 5 231.6 83 0

C163 750 3,200 1,576 91.9 722 210 156.4 19 83 0

C164 1,923 3,600 3,966 823 110 436.8 11 89.9 81 0

C165 2,724 4,000 5800 100 48.7 60 299.9 8 19.3 58 0

C166 1,862 4,500 2900 625 284 34.6 29 68 0

C167 2,100 3,500 2000 74.8 256 82.4 89 636.0 46 76 0

C168 1,271 3,500 4,923 730 350 108.7 3 251.7 76 1

C170 1,488 3,000 2,426 349 460 35.4 13 38.5 80 0

C171 673 4,500 10.2 1,908 356 22.5 243 18 92 1

C172 1,725 2,800 3,811 180 12.9 310 56.1 12 67 0

C173 1,196 3,200 2,011 370 180 136.0 9 72.7 69 0

C175 1,210 2,900 2,300 400 150 185.1 10 71.9 73 0

C177 2,066 3,900 2,346 196 59.2 206 97.2 15 60 0



- 130 -

<부록6>  DEA를 통한 효율적 보건진료소(모형1)의 관찰치

사업운 비 인건비 내소자수 가정방문수 전화상담수 보건교육수
일차보건의

료이행률
특수사업수

A4 1,520 3,000 1,600 500 100 50 60 0

A23 4,180 3,000 5,652 560 1,200 50 65 0

B24 2,400 3,500 9,934 150 50 12 73 1

B27 2,300 2,308 3,780 410 392 31 80 1

B34 713 3,000 1,406 544 1,406 10 66 1

B35 990 3,820 3,970 916 175 5 91 3

B36 2,900 3,000 4,500 560 1,500 24 59 1

B38 5,763 3,920 14,380 953 234 12 63 1

B50 847 2,000 1,403 210 1,021 15 93 0

B56 660 2,020 1,248 468 116 13 73 1

B58 2,310 3,000 4,200 180 120 48 86 2

B61 779 3,000 1,718 764 189 24 63 0

B63 550 2,500 1,056 285 1,185 6 69 0

C66 1,040 2,514 2,205 840 1,125 6 65 0

C73 1,580 3,800 4,210 278 256 57 81 0

C89 463 3,400 4,023 682 436 25 84 0

C101 1,574 2,414 2,466 359 1350 9 72 1

C108 410 3,500 1,426 582 160 14 83 0

C118 1,720 3,000 4,032 579 1,000 48 83 0

C137 2,034 3,990 4,320 182 1200 4 88 3

C139 490 3,000 600 250 50 18 91 1

C147 20838 3,000 3,950 354 1,426 2 76 0

C159 1,753 4,120 12,573 180 1250 0 60 2

C169 824 3,614 1,980 604 720 6 80 2

C174 1,860 2,500 4,900 700 50 30 81 0

C176 303 3,000 3,169 190 210 12 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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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비가 많은 한해입니다. 잦은 강우로 인한 건강관리상의 

문제를 직접 접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원소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진료소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원님들을 통해 실제상황이 반 될 수 있기를 바라

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10월 20일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본 설문지는 보건진료원님들이 기록하고 계시는 각종 보고서식

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봉투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소외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하

여 적극적 건강관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소장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9월

                                                      김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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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 보건진료소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O를 해 주시거나 내용

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2.12월입니다.

1. 보건진료소 주소:    (         )광역시ㆍ도  (         )구ㆍ시ㆍ군  

2. 위치: 

①농촌지역(   )  ②어촌지역(   )  ③도서지역(   )  ④도시농촌통합지역(    )

3. 버스운행 횟수:  (      )/일     * 도서지역은 하루에 배의 운항횟수. 

4. 실제 관할 인구수 및 세대수:  (         )명,  (          세대)

5. 각 연령층이 관할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귀하의 보건진료소를 가장 많이 이

용한 연령층을 순위로 써 주십시오.

연령층 비율 이용순위 연령층 비율 이용순위

0-4세 20-39세

5-9세 40-64

10-19세 65세이상

6. 고혈압을 포함하여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 비율:  약(      )%

    (성인병 및 만성질환:  결핵, 당뇨, 천식, 류마치스, 암질환, 퇴행성관절염, 

    뇌졸증, 정신질환자 등)

7. 관할지역내 의료보호(1ㆍ2종)대상 세대수:  (       )세대

8. 관(면 또는 동)내 타 보건의료기관수:

①약국(     )개  ②보건(지)소(유, 무)  ③병ㆍ의원(     )개   ④한의원(     )개

9.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①보건진료소(   ) ②약국(   ) ③보건(지)소(   ) ④병ㆍ의원(   ) ⑤한의원(    )

10. 시 또는 군의 협조정도 

①매우 낮다(   )  ②낮다(   )   ③보통이다(   )  ④높다(   )  ⑤매우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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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의회의 협조정도 

①매우 낮다(   )  ②낮다(   )   ③보통이다(   )  ④높다(   )  ⑤매우 높다(   )

12. 보건소와의 협력관계 정도

①매우 약하다(   )  ②약하다(   )  ③보통이다(    )   ④강하다(   ) ⑤매우 강하다(   )

13. 마을건강원 참여도

①매우 낮다(   )  ②낮다(   )   ③보통이다(   )  ④높다(   )  ⑤매우 높다(   )

    13-1.  마을건강원 수:         명        13-2.  평균 회의 참가자 수:    명

    13-3.  마을건강원의 필요성

①절대 필요하지 않다(  ) ②필요하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필요하다(  ) 

⑤꼭 필요하다(  )

14. 운 협의회 협력정도

①매우 낮다(   )  ②낮다(   )   ③보통이다(   )  ④높다(   )  ⑤매우 높다(   )  

   14-1.  운 위원회 수:          명          14-2.  평균회의 참가수:      명

   14-3.  연간 회의수:     회/년  

  

   14-4.  운 협의회의 필요성

①절대 필요하지 않다(   ) ②필요하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필요하다(   ) 

⑤꼭 필요하다(   )

    

15. 지난 1년간 귀 보건진료소 관리 운 비: (                      )원

     * 운 비: 의약품비, 난방비, 수용비, 차량비, 수수료ㆍ공공요금,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의료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16. 지난 1년간 보건사업비: (                           )원

     * 보건사업비: 보건교육비, 홍보비, 판공비 등

17.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내소자수: (           )명

18. 지난 1년간 가정방문건수: (          )건



- 134 -

19. 지난 1년간 전화상담건수: (          )건

20. 지난 1년간 집단 교육건수: (             )건

※ 다음은 보건진료원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O를 해 주시거나 내용

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 귀하의 연령:    만(    )세

22. 보건진료원 근무경력: (     )년  (     )개월

       23-1.  현 보건진료소 근무년수: (     )년 (     )개월

23. 최종 학위: ①전문학사 이하(    )      ②학사(    )     ③석사이상(    )

24. 귀하의 진료수당을 포함한 연봉:  약(                 )만원

   24-1. 보수교육비(국고에서 지원 받은 것): (         )원/년                  

   

25. 업무보조원이 있을 경우 지난 1년간 총 지불액: 약(                )만원

26. 취득한 업무관련 자격증

   ①양호교사 (      )        ②가정간호사 (     )        ③사회복지사 (    )

   ④조산사 (      )          ⑤보육사 (       )          ⑥정신간호사 (    )

   ⑦기타 (명칭을 써 주십시오): (                                           )

27. 지난 1년 동안 시행했던 정규사업 외 특수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만 기입해 주

십시오.

명  칭 회  수 매회 평균기간 총 참석인원 비 고

  

    27-1  정규사업 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수사업을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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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2  특수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개이상 체크가능)

    ①법적 한계(   )   ②타 직종과의 갈등(   )    ③재정 부족(   )  

    ④장소미흡(   )    ⑤기타(                                          )

Ⅱ. 해당 칸에 O를 하고 오른쪽 칸에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직무교재 참고)

보건진료소 기능별 직무
수행하

지못함

겨우

수행함

충분히

수행함
수행하지 못한 이유

1) 지역사회 조직 및 활용

①사업대상지역의 각종 조직의 파악

②지역사회조직의 활용

③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2) 사업계획수립

④지역사회 진단

⑤사업계획 수립

⑥보건사업평가계획의 수립

⑦가정기록부 작성

3) 지역사회보건관리

⑧음료수 관리

⑨식품위생 관리

⑩환경위생 관리

⑪기생충 관리

⑫영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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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기능별 직무
수행하

지못함

겨우

수행함

충분히

수행함
수행하지 못한 이유

⑬학교보건 관리

⑭전염병 관리

⑮구강보건관리

ꊉꊘ노인보건관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ꊉꊙ산전관리

ꊉꊚ분만관리

ꊉꊛ산후관리

ꊊꊒ영유아관리

ꊊꊓ가족계획

5) 통상질환관리

ꊊꊔ건강사정

ꊊꊕ기초진료 범위내의 환자투약 및 

처치

ꊊꊖ기초진료 범위외의 환자의뢰

ꊊꊗ질병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ꊊꊘ응급환자 관리

ꊊꊙ환자추구관리

6) 가정간호관리

ꊊꊚ가정간호대상자 파악

ꊊꊛ가정간호서비스 제공

ꊋꊒ가정간호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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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기능별 직무
수행하

지못함

겨우

수행함

충분히

수행함
수행하지 못한 이유

7) 재활관리

ꊋꊓ재활서비스 대상자 파악

ꊋꊔ재활서비스 대상자 상담 및 교육

ꊋꊕ재활기관과의 협력 및 팀활동

8) 보건정보체계 개발

ꊋꊖ보건정보 파악 및 수집

ꊋꊗ보건정보망 조직

9) 사업운영관리 및 지도

ꊋꊘ장비, 물품, 비품 확보 및 관리

ꊋꊙ약품의 확보 및 관리

ꊋꊚ필요한 인력확보 및 관리 

ꊋꊛ환자진료 기록부 작성

ꊌꊒ조사기록부 작성

ꊌꊓ일반관리업무(공문서, 활동기록 

등) 및 기타 기록부 작성

ꊌꊔ보건진료소 사업평가의 실시

ꊌꊕ마을건강원의 활용

ꊌꊖ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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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1. 앞 내용 중에서 폐지되어야 할 기능이나 직무를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기    능 직   무 

    Ⅱ-2. 이외 추가되어야 할 기능 또는 직무를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                                                                   )

Ⅲ. 해당 칸에 O를 해 주십시오. 

항              목
아주 잘 

할수 있음

잘 할수 

있음

어느정도 

할수 있음

잘 

모르겠음

1. 지역사회 건강관리요구 사정

2. 지역사회 건강 위해 요소 파악

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파악

4. 지역사회건강요구의 우선순위화

5. 보건사업 실천안 마련

6. 수행된 사업 평가 

7. 기록 및 문서화

8.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9. 전문적 성장을 위해 여러 학습기회에 참여 

10. 지역사회참여 조장

11. 지역사회 보건자원의 활용

12. 건강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서비스(진료) 

제공

13. 건강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기관 의뢰 

14. 건강위해 요인 및 기본위생에 대한 보건교

육

15. 건강문제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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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당 칸에 O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번

1달에

한번

1달에

몇번

1주에 

한번

1주에 

몇번

거의

매일

a①나는 업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지친 느낌이다.

a②퇴근할 무렵이면 완전히 탈진된 느낌이다.

a③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a④나는 대상자들을 대하는 나의 방식에 대해 자신감

이 없다.

b⑤나는 대상자들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R

c⑥내가 대상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b⑦나는 대상자들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다룬

다.*R

a⑧나는 업무로 인하여 완전히 기진맥진한 느낌이다.

b⑨ 나는 내 업무를 통해 대상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R 

c⑩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

에게 더욱 냉담해졌다.

c⑪ 현재 직업이 나를 감정적으로 무뎌지게 한다.

b⑫ 나는 매우 활동적이라고 생각한다.*R 

a⑬ 나는 업무로 인하여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b⑭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다.*R

c⑮ 나는 업무로 인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던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aꊉꊘ 사람들을 직접 대하며 일하는 것이 나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aꊉꊙ 직장에서 대상자들을 대할 때 쉽게 편안한 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다. *R

bꊉꊚ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

을 경우 기분이 유쾌해진다.*R 

bꊉꊛ 나는 직장생활을 통해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성

취하였다.*R 

aꊊꊒ 나는 내가 막바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bꊊꊓ 나는 직무와 관련된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

착하게 처리한다. *R

cꊊꊔ 나는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나를 비난한다

고 생각한다.

    *a: 정서적 고갈,  b: 성취감 저하,  c: 비인격화   *R: 역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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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are Posts, and to offer evidence that would go to improving the 

Posts' feasibilit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Health Care Posts.

   The research sample was determined through a random selection of 177 

Public Health Care Posts in three province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177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CHPs) 

at the Public Health Care Posts. 

   In order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input variables such as operational 

costs and salary expenses of the various Posts were fixed, while the dependent 

revenue outpu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visitors, home visits, consultation 

by telephone, health education, and special program, and the level of 

compliance of primary health care.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are Posts, analysis was undertaken on 

characteristics of the CHP,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support and participation for the Post.    

   Data from the questionnaire was gathered through mail from Septe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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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ovember 5, 2003, and to measure the Posts' efficiency levels,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was used while t-test (also χ
2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iciency 

of the Posts.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ean average of administrative and operations cost of Public Health 

Care Posts' was 20.10 million won, ranging from 3.03 million won and 70.99 

million won at either end. Also, the mean salary was 33.61 million won, 

ranging from as low as 20.0 million to as high as 51.17 million won per year. 

   2. The number of visitors at the the Posts were 280 cases/month, home 

visits 28.8cases/month, consultation by telephone 28.4 cases/month, and health 

education 154 cases/month. In turn, the compliance of primary health care 

made up 73.8% of all cases.   

   3.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177 Public Health Care Posts, when 

assuming constant return to scale, was 0.75 in Module 1 and 0.62 in Module 2 

was 0.62, and there were 25(14.1%) Public Health Care Posts in Module 1 and 

17(9.6%) in Module 2. And the efficiency, when assuming variable return to 

scale, were 42(23.7%) of Posts in Module 1 and 27(15.3%) in Module 2, with 

an average of 0.82 and 0.78, respectively.    

   4. While conducting t-test (also χ2-test) to find whether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Public Health Care Posts' efficiency with its related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statistical relationship the age of CHP's and their 

job competency, the ratio of patients in chronic conditions, and whether or not 

visitors used the Posts as their primary source of health care provider. It was 

also found that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 Public Health Care Post's 

efficiency with the level of support from local self-government and community 

health center, the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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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 Module 1, Public Health 

Care Posts the efficiency of were higher depending on the number of 

professional licenses held by CHP, and the CHP's job competency. Insofar as 

the location of Public Health Care Posts was concerned, Public Health Care 

Posts in province C were found to be more efficient than in province A, and 

the efficiency was higher where the ratio of patients in chronic condition was 

lower, and where the ratio of visitors using the Post as their primary source 

of health care provider was higher. The efficiency is higher when the level of 

support from local assembly and of participation of the Steering Council is 

higher. 

   In Module 2, the level of the Posts' efficiency were higher where CHPs 

were possessing the bachelor's degree, and more professional licenses were 

held. And as far as the location was concerned, th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are Posts in province C were higher than those in province A, where the 

Posts' efficiency was higher when visitors used the Posts as their primary 

source of health care provider.

   In conclusion, in order for Public Health Care Posts to operate efficiently as 

primary health care organization, a general support plan should be considered 

to raise the specialization of CHP and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from 

their community.  Also,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Posts can be enhanced 

by improving the care for patients in chronic condition.

Key words: Public Health Care Post, Relative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