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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최근 4년간 보건소에서의 업무 및 보건소 조직변화를 조사하

여 보건소 업무변화에 따른 조직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보건환경에 적합한 조직 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일개도 중소도시 보건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으며, 자료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로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 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업무의 변화는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순

으로 증가하 으며, 97년에 비해 2001년에 고혈압 관리인원이 평균 1,195%, 

당뇨병 관리인원 1,004%, 주민교육 대상인원 593%, 방문보건사업이 평균 

169% 순으로 증가하 다.

2. 보건소 조직 변화로 보건소 직제의 변화는 97년에 2001년도에 비해 

건강증진 담당이 2개소에서 7개소로, 방문보건 담당이 전무하 는데 3개소

로 증가하 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정보실, 운동처방실, 골

도실 등이 증가하 는데, 이는 건강증진이라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

가 반 된 것이다. 10개 보건소 평균 업무별 담당실의 갯수가 평균 2.7개실

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보건소 인력은 평균 1.4명 증가로 보건소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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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을 나타낸다.

보건소 예산의 변화는 97년에 비해 2001년 총 예산액이 평균 13%증가

하 으며, 이중 인건비는 7%가 감소한 반면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은 

26% 증가하 다. 이는 보건소 예산 중에 경상비 및 사업비의 증가는 점차

적으로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보건소 인력의 변화는 97년도 비해 2001년도의 인력은 총3.9% 증가를 

보이며 이중 직접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 인력이 증

가하 다. 또한 업무대행 의료인의 증가로 인해 불안정한 신분보장으로 보

건사업의 질적 저하 및 여러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보건소 업무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변화는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 

보건소 진료사업이 평균 18.6%, 보건사업이 평균 381%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보건소 예산 중 경상비 및 사업비는 26%, 인력은 단지 3.9%의 증가

를 보여 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반 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소 업무의 변화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의 충족이라는 건강증진 차원의 업무가 많이 반 되었다. 또한 보

건소 업무 변화에 따라 보건소 직제 변화가 많이 반 된 반면, 보건소 예

산 및 인력의 변화는 보건소 업무가 크게 증가한데 반해 경미한 증가를 보

다.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보건소 예산의 증가와 정규

직인 보건 의료인력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소 업무 중 민간 의료

기관과 겹치는 업무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공공부분의 관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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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부분과 건강증진 부분 및 이에 따른 기획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중소도시 보건소로 한정하여 실시하 으므로 보

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로 일반화 시킬 수 없고, 또한 지역사회 

건강요구도 및 연령분포의 따른 보건소별 업무의 차이 및 각각의 업무별 

투입시간 정도의 변화 등 업무의 질적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

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대도시, 도농복합형태, 군 단위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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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 및 국민 보건 증진

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라는 법규범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아울러 시대의 변천

에 따라 보건의료관련법이 제정, 개정, 폐지되는 등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여러 

보건의료관련법은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의 상당 부분을 공공보건의료

의 일선 수행기관인 보건소에 위임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보건행정의 합

리적 운 과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1962년 개정 보건소법은 보건소 업무를 13개 업무로 규정하 고, 이것은 그 

후 30여 년 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보건소가 급변해 온 사회, 인구, 경제

적 환경을 비롯하여 질병구조 및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여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동안 보건소의 기능 중 일반 진료기능은 저소득

층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과 특정인구 집단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공공 부문 사업

은 급성전염병, 결핵,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만

성질환 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1991년 보건소법이 개정되어 보건소 업무의 일

부가 보완되었고, 1995년을 기점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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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보건소 업무가 단순한 질병예방과 주민 

건강관리에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포괄적 보건의

료 수행으로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보건소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대민 보건 서비스의 확대 경향은 지역 주

민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기존 보건소 업무의 유지 위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양상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 작은 정부 구현 및 조직 축소 정책은 보건소 인력 

확충도 어려워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부하 과중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00)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되어온 보건소 업무가 실제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변화된 업무들과 함께 보건소 조직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보건소에서의 업무 변화 및 조직변화를 조사하여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

탕으로 새로이 보건환경에 적합한 조직 정립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업무 변화 및 조직변화를 조사하여 보건소 업무 변

화에 따른 조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보건환경에 적합한 조직 정립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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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건소의 업무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보건소의 조직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보건소 업무변화에 따른 조직변화를 분석한다.



- 4 -

Ⅱ 문헌고찰

1. 법에 규정된 보건소 업무의 변천

보건소 업무변천을 지역보건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소의 업무(기능)는 1956년 (법률 제406호)제정된 보건소법 에서 “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 방지에 관한 사항”외 6개 업무에서 1995년 전

문개정(법률 제5101호)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양개선사

업”외 15개 업무로 확대되었다. 이는 그 동안 보건소가 전염병관리와 의료취약계

층 진료위주에서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른 건강증진, 만

성퇴행성질환 관리와 사회구조의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른 응급의료, 마약, 정신보

건사업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동안 보건소의 설치 및 운 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처음 보건소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 운 되고 있는 지역보건법에 이루기까지 법령에 그 부담기준을 명시하 으나 

실제운 에 있어서는 충족치 못하 다. 보건소 인력에 있어서도 보건소법 제정이

후 총6회 개정(전면개정3회)되었으나,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시 제12조

에 처음으로 보건소 전문인력 적정배치 규정을 두어 보건소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면허, 자격 등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 으나 현실적으로 동 규정이 잘 이행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법 제정 당시부터 지역보건법으로의 전문개정 시까지 보건소의 업무의 

변천과정을 보면 처음 보건소법 제정시(1956.12.13일)에는 전염병예방, 진료, 모자, 

보건통계, 학교보건과 보건사상 보급에 중점을 두었으나 1962년 9월24일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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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개선과 식품위생, 의료사업 향상과 증진, 의약에 대한 지도사항이 추가되어 

보건소의 업무가 증가되었고 1991년3월8일 전문개정 시에는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와 정신보건, 구강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이 추가되어 인구의 고령화

와 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체계화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

가제도가 도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5년 12

월 29일 전문개정 된 지역보건법에서는 국민건강 증진 법 제정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 사업과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방문보건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보건소의 업

무가 단순한 질병예방과 주민의 건강관리에서 지역사회중심의 국민의 보건의료욕

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수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에 따른 보건소 전문 인력과 기구는 오히려 종전보다 감소․축소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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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연도별 보건소 업무의 변화

년도
삭제된

업무
근  거 새로 추가된 업무 근    거

‘56

․전염병 예방

․진료․모자․보건통계

․학교보건과 보건사상

  보급

 ․보건소법 제정

‘62

․ 양개선과 식품위생

․의료사업 향상과 증진

․의약에 대한 지도사항

 ․보건소법 제4조

‘91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구강보건

․노인 및 장애인 재활

 ․보건소법 개정

‘95

․국민건강증진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방문보건사업

․지역보건법 전문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96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지역보건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97

․정신보건사업 실시

․건강검진사업실시

․성장기 소아건강검진사업

ㆍ독감예방접종실시

 .치매신고쎈타운

․정신보건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2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제4호

ㆍ보건복지부지침및표준예방접종

지침(제3군임시예방접종지정)

ㆍ노인복지법제29조, 시행령

  제12조

‘98

ㆍ렙토스피  

라 예방   

접종 금지

ㆍ보 건 복  

지 부    

지침 및 

표 준 

예 방 접

종 지침

․조기암관리사업

  (저소득층)

․한방진료업무

․보건교육

․말라리아 유행예측조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대사 검사 실시

․건강실천생활협의회구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ㆍ재활간호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제4호

․지역보건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2항

  제4호 ,지역보건법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령제2조

ㆍ보건복지부지침, 지역보건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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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삭제된

업무
근  거 새로 추가된 업무 근    거

‘99

․구급차

  운

 신고수리

응급의료에관

한법률 전면개

정

․구강보건실운

․예비신부 건강검진사업

  (특수시책)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2항,  

지역보건법 제18조  

2000

․19세미만  

  의자에게  

  담 배 를   

  판매한자

․적출물관  

  리업무

․보건소내  

  약국관리  

  업무

․국민건강증  

  진법제9조3  

  항→청소년  

  법에 이관

․적출물

  관리업무가  

  폐기물관리  

  법에 이관

․약사법

  제21조

․결핵정보감시체계운

․전염병 표본감시체계

  운  

․조기아동시력검진사업

․의약분업관련업무

ㆍ미숙아 의료비지원

․고혈압, 당뇨관리

․결핵예방법 제20조

․전염병예방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학교보

건법 제5조제2항

․약사법 제21조,제22조,제23조,

제24조, 의료법제18조의2

ㆍ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지역보건법 제9조

2001

․ 양개선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청소년금연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선천성대사이상자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

항제5호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

항제4호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

항 제2호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조, 희귀난치성의료지원사

업지침

ㆍ모자보건법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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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보건소의 주요업무

현행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16가지 업무로 법제화 되었다.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양개선사업

관련법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책임, 제12조 보건교육실시, 제15조 양개선, 

제18조 구강건강사업),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책임,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 제

43조 구강보건의료), 구강보건법(제3조 책무, 제5조. 제7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10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제15조 내지 제17조 노인장애인 유아모자 구강관

리), 아동복지법(제8조 아동의 양개선) 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및 절주 운동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금연 

침을 시술하고 일반주민과 보건소 래소자에게는 각종보건 교육 시 그 피해의 심

각성을 주지시키며 이에 따른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흡연구역 지정지도와 담

배 자동판매기단속 및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행위를 지도하고 절주 운동으로

는 단주모임을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소위 5

대 암(폐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

으로 실시하며, 혼인 전 건강 확인을 위하여 혈액형, 성병, 결핵 등 기초적인 건강

검진과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와 처방사항을 D/B를 구축 개인별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보건교육은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와 특정질환자 

집단에 대한 교육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목적의 양, 식생활, 공중위생, 구강건

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으로는 비만아 관리를 위한 날씬이 

체조교실 및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 있다. 보건교육에 따른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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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종합병원 및 관련협회( 양사회 등), 학계(간호대학 등) 협조를 받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구강건강은 주 업무가 치과에서의 충치 발치업무와 충치예방을 위한 치

아 홈 메우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양치사

업과 집단 잇솔질 등을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이동치과를 운

하고 있다.

넷째, 양개선사업은 주로 유아, 수유부, 임산부 및 당뇨 등 특정질환과 노

인계층에 대하여만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중 청소년과 노인계층에 대한 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활발하지는 못한 사항으로 특히 동 업무를 담당하는 전

담 양사가 경기도의 경우 39개 보건소 중 11개소로 보건직5 , 식품위생직1, 일

용직 등 5명(경기도, 2000)만이 근무하고 있다.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관련법으로는 전염병예방법(제3조의2 책무, 제8조 건강진단, 제11조․ 제12조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제40조 소독조치),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전염병의 예방관

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법(제3조 의무, 제8조 검진), 결핵예방법(제3조 의무, 제11조 예방접종), 아동복지

법(제8조 아동의 전염병예방), 검역법시행령 제5조(격리 및 감시)에 의하여 추진하

고 있으며,

첫째, 법정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의 예방관리는 유아를 대상으로 DPT 등 

기초 예방접종과 계절적 유행에 따른 장티푸스, 콜레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

행성출혈열 등을 년 중 접종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방역 기동반

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 하며 질병 모니터 망을 구축,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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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5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환

경이 열악한 축사주위, 쓰레기 적환장,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살균, 살충을 위한 분

무, 연막소독을 하절기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는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보건소 담당

직원이 면접을 통하여 보건교육과 질환의 진행 상태 및 타인과의 접촉여부 등을 

면 히 파악하여 관리하고, 각종 보건관련 행사시나 세계에이즈 예방의 날(12월1

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들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전액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결핵관리는 만성질환의 관리차원에서 BCG 접종과 아울러 신규환자 발

견을 위하여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는 물론 각종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X-선 촬 으로 확인을 하고 신규환자 발견을 지속적으로 하며, 보건소 

등록관리 환자에 대하여는 투약처분과 아울러 그 가족에 대하여도 X-선 등 접촉

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한결핵협회와 도 단위 결핵관리

협회의 기술지도와 담당자의 전문보수교육(국립보건원, 결핵협회)을 실시하고 있

다.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련법은 모자보건법(제3조 책임),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

강증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유아보육법(제

20조 건강진단)에 의거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와 유아 기초예방 접종, 피임시

술 및 약제보급, 부인과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70

년대까지의 산아제한 중심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건강증진 및 관리차원에서 사업

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아 예방 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관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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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고 있다.

4) 노인보건사업

관련법은 노인복지법(제4조 책임, 제27조 건강진단, 제29조 치매관리), 보건의

료기본법(제33조 노인의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 보건의료의 우

선 제공)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보건사업은 주로 진료(일반진료, 한방진

료, 물리치료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각종 건강진단과 가을철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아울러 경로당을 

순회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예방교육과 치매관리 등 만성질환 보건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법은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 제30조 업무

의 일시적 제한), 보건의료기본법(제38조 식품위생)으로 주로 식품접객 및 제조업

소에 대한 신고 수리와 이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행하고 위생접객업, 

위생관련 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의 위생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중 이

용시설의 신고수리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동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기초 자치단체 중 의정부, 

남양주, 용인, 화성, 광명, 김포, 여주, 오산, 양평 만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

하고 여타 시․군은 사회위생과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관련법은 의료법(제2조 의료인, 제30조 의료기관개설, 제48조 내지51조 지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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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및 행정처분 등), 보건의료기본법(제27조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업, 폐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인과 법인 및 의료기

사의 각종 준수사항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

나, 근래에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지도 등에 관한 사항

관련법은 의료기사법으로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에 대한 개설신고와 각종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수시로 지도한다.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관련법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

관지정), 보건의료기본법(제30조 응급의료체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 보

건의료의 우선 제공)에 의거 보건소 관할 구역 내에서의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관련 기관의 협조 및 공조체계 유지와 의료기관의 

구급차에 대한 운용 및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 위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지도 등에 관한 사항

관련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보건의료기본법으로 행정 자치부

에서 분류하는 군과 도․농 복합 시에 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중 보건의사에 대

한 관리와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 진료원의 업무지도가 주이나 1998년 정부

의 구조조정과 농촌지역의 도시화로 보건진료소의 경우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1997년 186개소에서 2001년 3월 현재 168개소로 줄어들었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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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건위생정책과, 2001).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는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제16조 개설등록, 제45조의3 중독․습관성

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첫째, 약사에 관한 사항은 약국의 개설등

록 및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특히 의약분업 실시이후

에는 약사의 임의조제 및 일반 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둘째,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역 내 검찰청의 주도 하에 대마 및 양귀비 경작 

등을 단속하고 아울러 수시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위해성을 홍보하고 

지도한다.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관련법은 정신보건법(제4조 의무, 제13조 보건소), 보건의료기본법(제42조 정신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9조 책임, 제15조 장애발생예방)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별로 

정신보건 센터형과 보건소형의 형태로 운 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형은 보건의

료 관련 대학 또는 의료법인에 위탁운  하고 있다. 기능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

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퇴원, 가 퇴원, 처우개선명령 

및 입원 해제조치를 관리하고 있다.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관련법은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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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건

소의 업무 중 가장 공공성을 갖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장애

자, 중증 근골격계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보건

소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1년 과정의 가정전문간호사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으

며 경기도의 경우 국립재활원에서 2주간의 교육기간으로 방문보건 간호사를 대상

으로 ‘96년부터 재활간호 교육을 시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 특별회

계로 ’98년부터 방문간호 차량을 군 지역과 도․농 복합 시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

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재활장비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비(도비50% 

시․군비50%)를 확보하여 방문보건사업과 재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2000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방문보건 공공근로사업을 

펼쳐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

자 등 50만명의 신규대상자를 발굴하 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2001년부터 동 사업이 중단되어 방문보건 대상자를 축소하게 되었다.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법은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확립),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4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에 의거 일반

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이후 농촌지역의 장년층이 선호하고 있는 한방진료를 보건소에서도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리가 어려운 고혈압, 당뇨, 관

절염 등 만성질환자를 중점 관리함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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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점진적으로 차별화 되고 있다.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관련법은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4조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 사업)에 의거 보건소에서 질병의 처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검사뿐만이 아니고 각

종 건강진단서발급에 관한 검사와 아울러 전염병 환자 및 가검물검사와 주민의 

환경 위해 요소 검증을 위한 간이급수 약수터, 수 장, 목욕장, 위생업소의 도마, 

행주 등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5) 장애인 재활사업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은 보건의료기본법(제34조 장애인 건강증진), 장애인복지법(제9조 책임, 

제15조 장애발생예방)으로 현실적으로 장애인 관리는 자치단체별 큰 차이 없이 모

든 업무를 장애인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실정

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은 정신장애(정신질환자)자 만을 관리하고 있다.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

한 사업

관련법은 보건의료 관련법 모두가 해당되므로 무엇보다 포괄적으로는 지역보건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이는 지역사회진단을 통한 보건의료

수요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세부적인 계획과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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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보건소에서의 업무 및 조직변화를 조사하여 보건

소 업무변화에 따른 조직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문헌적 방법과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단면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일개도 39개 보건소 중 대도시, 도농복합형태 및 군 단

위 보건소를 제외한 인구 10만명에서 5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 보건소 10개

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 다.

3. 자료수집 도구 및 방법

1997년과 2001년 보건소 업무 변화 및 조직 변화의 자료수집 도구는 다

음과 같다.

보건소 업무의 변화 중에서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는 본 연구자

가 개발한 조사지로 조사하 다. 조사지의 항목 및 문항의 구성을 보면 항

목으로는 주요 업무를 11가지로 업무로 하 는데, 이는 지역보건법 제19조

에 의거 16가지 업무 중 보건소에서 실제 관장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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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가지 업무가 성격상 하나의 단위 업무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를 통

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16가지 업무에서 11개 업무로 통폐합하여 11개 항목

으로 구성하 으며, 문항으로는 보건소 사업명으로 하 는데 이는 4개소 

보건소의 97년도와 2001년도 부서별 사업계획서 및 지침서를 근거로 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명을 조사지의 항목에 따라 73문항으로 분

류하여 구성하 다. 

보건소 진료사업 및 보건사업의 변화는 10개 시․군 보건소의 제2기, 3

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97년도, 2001년도 진료사업 및 보건

사업 실적으로 하 다.

보건소 조직 변화에서의 보건소 직제는 중소도시 10개 시․군 보건소의 

제2,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97년도, 2001년도 보건소 직제 

변화를 작성하 으며, 보건소 업무별 담당실의 변화는 중소도시 10개 시․

군 보건소의 97년, 2001년 업무별 담당실 현황을 조사지에 의거 조사하

다.

보건소 예산의 변화는 중소도시 10개 보건소의 제2기, 3기 지역보건의

료계획서를 참고하여 97년, 2001년 보건소 예산현황을 작성하 고, 보건소 

업무별 담당 인력 현황 조사는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의 항목 및 

문항에 의거 보건소 직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2001년도 업무별 담당 인력

을 표시하도록 조사지를 개발하여 조사하 다.

조사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1인이 내용

을 검토한 후 보건소 직원 8명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46일이었다. 자료수



- 18 -

집방법은 중소도시 10개 보건소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수집하 으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10개 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 고, 그 이외에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경기도

(보건위생과), 일선 보건소의 각종 통계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토대로 자

료를 수집하 다.

조사지는 1997년도와 2001년도 분야별 보건사업 담당자를 직접 만나 연

구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지를 작성토록 하여, 중소도시 보건소 10개시의 

조사지를 직접 수거하 다.(부록(조사지) 참조)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진료사업 및 보건사업 실적, 

보건소 직제변화, 예산 및 인력 변화, 보건소 업무별 담당인력 현황을 실수

와 백분율로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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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보건소 업무의 변화

1)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

중소도시 10개 시․군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는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업무와 97년도와 2001년도 부서별 사업계획서 및 지침서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지에 의거 10개 시․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 다.

1997년 대비 2001년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는 〈표 2〉와 같다.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 및 양개선 사업 중에서 금연사업이 2개소 실

시에서 10개소로, 건강캠페인이 2개소에서 8개소로, 건강생활운동이 2개소에서 7

개소로 19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확대 실시되었다. 전염병 예방 관리에서는 

97년도에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과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이 실시되지 않았

으나 이 사업이 2001년도에 실시되었다.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97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과 조기 시력검진 사업이 2001년도에는 실시하 고, 성교육/성상담 사업

이 97년에 7개소에서 2001년 10개소 보건소에서 실시하 다.

노인 보건 사업은 19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는 한방진료가 4개소에서 10개

소로 노인보건 교육이 5개소에서 9개소 보건소에서 실시하 고, 97년도에는 전혀 

실시하지 않던 노인보건행사가 2001년 5개 보건소에서 실시하 다.

정신보건에 관한 업무는 97년도 대비 2001년도에는 정신과 입원환자 퇴원, 가

퇴원, 처우개선 명령 및 입원해제조치가 2개소에서 10개소로, 치매센터 운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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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에서 6개소 보건소에서 실시되었다.

의약무 업무에서는 의약분업 업무는 97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1년도

에는 실시하 다.

방문보건 사업에서는 97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001년도에는 실시하 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자원봉사자 조직과 

훈련이 1997년도 1개소 보건소에서 실시하 던 것이 10개소 보건소에서 실시하

으며, 만성 퇴행성 질환 수중사업이 1997년도 전무하 으나, 2001년도에는 6개소 

보건소에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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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

주요업무 사 업 명
실시기관수

1997년 2001년

1. 국민건강증진, 보건

교육, 구강건강 및 양

개선사업

○ 지역사회 진단          

○ 금연사업                 

○ 건강정보실 운           

○ 보건교육 지원             

○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 보건교육  및 홍보         

○ 구강보건                

○ 양사업                 

○ 건강생활 운동            

○ 건강 캠페인               

9

2

4

6

8

7

6

4

2

2

8

10

8

9

10

10

9

7

7

8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 유아 예방접종 실시   

○ 성인 예방접종             

○ 결핵관리사업             

○ 성병 및 AIDS관리

○ 방역소독업무

○ 급․만성 전염병관리

○ 소독 업소 및 소독 의무대상관리

○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 말라리아 위탁방역

10

10

10

10

10

10

10

0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모자보건사업 

 o 임산부 관리  

 o 유아 관리  

 o 임산부 및 유아 건강진단  

 o 모자보건 수첩 발급  

 o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o 조기시력검진사업 

 o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o 예비신부 건강검진

○ 가족계획사업

 o 피임 보급 및 가족계획 시술 

 o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o 성교육/성상담 사업

10

10

10

10

10

0

0

1

9

8

7

10

10

10

10

10

10

10

2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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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사 업 명
실시기관수

 1997년 2001년

4. 노인보건사업

○ 일반진료  

○ 물리치료

○ 한방진료  

○ 노인보건교육  

○ 노인건강 검진  

○ 노인보건 행사  

○ 유행성 독감 접종

10

7

4

5

7

0

5

10

10

10

9

9

5

10

5.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 정신과 입원환자 퇴원, 가퇴원,

   처우개선명령 및 입원해제 조치

○ 정신보건 행사    

○ 치매센터 운     

5

2

2

4

2

10

9

10

10

6

6. 가정 및 사회복지 시

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

는 보건의료사업

○ 방문보건사업

 o 기초건강검진          

 o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추구관리)

 o 이동목욕사업

 o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   

 o 재활용구 무료 대여

 o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자원봉사자  

   조직과 훈련       

 o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9

10

2

0

4

1

0

10

10

6

6

10

10

10

7. 지역주민에 대한 진

료․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진료        

○ 한방진료

○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 골다공증 검사

○ 임상검사

○ 방사선 촬

9

3

10

3

10

10

10

10

10

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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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사 업 명
실시기관수

1997년 2001년

8. 보건행정업무

○ 일반행정 및 예산관리

○ 제증명 발급

○ 보건업부 기획 등 행정지도

10

10

10

10

10

10

9. 의무관련업무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변경

   신고 등 민원서류 처리

○ 의료기관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및 지도 점검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상태  

   지도점검

○ 구급차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 점검

○ 응급의료기관 지도 점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약무관련 업무

○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의료

   용구 판매등 민원서류 처리

○ 약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안경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대마앵속 등 점검

○ 의약분업 관련 업무

○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10

10

10

10

0

10

10

10

10

10

10

10

11. 기타 지역주민의 보

건 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에 관한 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10

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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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사업의 변화

진료 사업의 변화는 중소도시 10개 시․군 보건소의 제2기, 3기 지역보

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97년, 2001년 진료사업 실적을 조사하 다.

중소도시 10개소 보건소 진료사업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19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증가한 진료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이 평균적

으로 10,227명 (평균 169%), 일반진료 연인원수가 평균적으로 113,822명(평

균 71%), 물리치료 건수가 평균 1,814건(평균 43%), 일반검사 평균 21,407

건(평균 63%), 한방진료 연인원수가 평균 4,199명(평균 38%) 순으로 증가

한 반면, AIDS 검사는 평균 4,088건(평균 61%), 결핵상담은 평균 2,538건

(평균 54%), B형 간염은 평균 2,028건(평균 22%)순으로 감소하 다.

1997년도에 비해 2001년이 10개 시․군 인구변화는 평균 15% 증가한 

반면 보건소 진료사업 실적은 평균 18.6% 증가함을 보이는 것은 인구의 

변화보다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방문보건사업, 일반진료사

업, 물리, 한방진료 사업 등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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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진료사업 변화

구       분 1997 2001
97년 대비 

2001년

인  구  변  화
175,651

(68,882, 343,388)

202,303

(71,749, 367,171)

26,379

(15%)

진료

사업

실적

방 문 보 건 의 료 사 업
6,069

(147, 25,960)

16,296

(177, 50,233)

10,227

(169%)

일 반 진 료

연 인 원 수
159,969

(30,201, 270,418)

273,791

(15,667, 689,225)

113,822

(71%)

실 인 원 수
23,533

(10,460, 37,879)

21,950

(4,648, 44,977)

-1,583

(-7%)

물 리 치 료 건 수
4,217

(1,695, 11,165)

6,031

(2,647, 10,025)

1,814

(43%)

임 상 검 사

일 반 검 사
33,988

(13,539, 71,666)

55,395

(10,594, 119,036)

21,407

(63%)

B 형 간 염
9,292

(5,153, 17,261)

7,264

(2,986, 14,514)

-2,028

(-22%)

A I D S검사
6,658

(3,429, 18,005)

2,570

(404, 6,121)

-4,088

(-61%)

한 방 진 료

연 인 원 수
11,049

(301, 22,878)

15,248

(4,163, 57,771)

4,199

(38%)

실 인 원 수
2,663

(301, 3,875)

3,746

(885, 6,641)

1,083

(41%)

방 사 선 촬 건 수
9,493

(4,957, 19,424)

9,246

(3,560, 17,682)

-247

(-3%)

치 과 진 료

연 인 원 수
5,766

(2,267, 10,620)

3,729

(2,022, 4,358)

-2,037

(-35%)

실 인 원 수
2,362

(1,132, 4,184)

2,330

(1,189, 4,884)

32

(-1%)

결 핵 상 담 건 수
4,734

(860, 15,000)

2,196

(94, 5,819)

-2,538

(-54%)

계 18.6% 증가

* 평균(최소, 최대)

* 치과진료 (1997년 2개소 → 2001년 4개소 보건소 실시)

* 한방진료 (1997년 4개소 → 2001년 10개소 보건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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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사업의 변화

보건 사업의 변화는 중소도시 10개 시․군 보건소의 제2기, 3기 지역보

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97년, 2001년 보건사업 실적을 조사하 다.

중소도시 10개소 보건소 보건사업의 변화는〈표 4〉와 같다.

19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증가한 보건사업은 고혈압 관리인원이 

7,757명(1,195%), 당뇨병 관리 인원이 2,249명(1,004%), 주민교육 대상인원

이 8,480명(593%), 상담 대상인원이 18,641(320%), 결핵관리사업이 4,212명

(553%), 학교 보건교육이 9,028명(167%),  암검진사업이 258명(46%) 유

아보건 관리인원이 2,290명(22%)순으로 증가한 반면 유아 예방접종

(-3%) 및 성인예방접종(-5%)은 감소하 다.

1997년도에 비해 2001년 10개 시․군 인구변화는 평균 15% 증가한 반

면, 보건사업 실적은 381% 증가함을 보여준다, 

  



- 27 -

〈표 4〉보건사업 변화

구       분 1997년 2001년
97년대비 

2002년

인구의 변화
175,651

(68,882, 343,388)

202,303

(71,749, 367,171)

26,652

(15%)

보

건

사

업

실

적

고혈압

관리사업

신 규 등 록
151

(32, 443)

1,827

(37, 2,504)

1,675

(1,109%)

총 관 리 인 원
649

(31, 3,243)

8,406

(145, 23,787)

7,757

(1,195%)

당뇨병

관리사업

신 규 등 록
44

(10, 106)

617

(20, 3,299)

573

(1,302%)

총 관 리 인 원
224

(17, 837)

2,473

(34, 14,644)

2,249

(1,004%)

보건교육

학 교

횟 수
35

(7, 162)

76

(25, 406)

41

(117%)

대상인원
5,416

(475, 29,839)

14,444

(480, 107,774)

9,028

(167%)

주 민

횟 수
480

(12, 2,872)

214

(16, 1,042)

-266

(-55%)

대상인원
1,429

(230, 4,435)

9,909

(1,044, 10,094)

8,480

(593%)

상 담 대상인원
5,834

(54, 13,723)

24,475

(195, 32,877)

18,641

(320%)

자궁암

검진사업
검 진 수

562

(154, 1,085)

820

(117, 2,791)

25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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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7년 2001년
97년대비 

2002년

보

건

사

업

실

적

결핵

관리사업

BCG접종
1,988

(359, 4,831)

1,086

(278, 2,725)

-902

(-45%)

환자발견건
112

(30, 225)

122

(7, 194)

10

(9%)

총관리인원
761

(44, 6,086)

4,973

(18, 39,770)

4,212

(553%)

유아

보건

신규등록자수
2,905

(863, 8,067)

4,260

(406, 8,328)

1,355

(47%)

관리인원
10,648 (953, 

35,661)

12,938

(1,053, 39,048)

2,290

(22%)

모성보건

신규등록자수
265

(80, 712)

2,524

(68, 500)

2,259

(852%)

관리인원
1,025

(103, 2,833)

1,057

(104, 3,725)

32

(3%)

예방

접종

건수

유아수

58,014

25,324

(6,802, 

103,208)

57,128

24,440

(5,899, 

59,310)

-886

(-2%)
학생수

19,911

(6,132, 

26,651)

20,524

(385, 

60,397)

성인수

12,779

(3,012, 

28,610)

12,164

(5,357, 

22,781)

계 381% 증가

* 평균(최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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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조직의 변화 

1) 보건소 직제 변화

보건소 직제 변화는 중소도시 10개 시․군 보건소의 제2기, 3기 지역보

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97년, 2001년 보건소 직제를 조사하 다.

보건소 직제는 중소도시 10개시에서 1997년도에는 3개 계가 4개소

(40%), 4개 계가 3개소(30%), 5개 계가 3개소(30%) 인데 반해, 2001년도에

는 3개 담당이 3개소(30%), 4개 담당이 2개소(20%), 5개 담당이 3개소

(30%), 1과 6개 담당과 2개과 9개 담당이 각각 1개소씩으로 보건소 직제가 

다양화되었으며, 담당 갯수가 늘었으며 명칭도 계에서 담당으로 바뀌었다.

또한 1997년도의 건강증진계가 2개소 보건소에 있었으나, 2001년도에는 

7개소 보건소에 건강증진 담당이 있으며, 또한 1997년도에는 전무하 던 

방문보건담당이 3개소로 증가하 다.

보건소 직제 변화는 Ⅰ, Ⅱ, Ⅲ, 새로운 유형의 형태로 분류하 다.



- 30 -

Ⅰ형 보건소의 직제 변화는 〈그림1〉과 같다.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Ⅰ형 보건소 직제 변화는 가족보건계, 모자

보건계에서 건강증진 담당, 지역보건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 다. 이는 가

족보건과 모자보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역보건 담당으로 하 으며 건

강증진 차원의 사업의 중요성이 건강증진 담당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1〉 Ⅰ형 보건소의 직제 변화

1997년 (3개 계) → 4개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
가족보건계

/ 모자보건계

2001년 (3개 담당) → 3개소

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예방의학담당
건강증진담당

/ 지역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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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형 보건소의 직제 변화는 〈그림2〉와 같다.

Ⅱ형 보건소 직제 변화는 97년도에는 3개소 보건소에 지역보건계, 가족

보건계, 건강증진계 중 1개 계가 있었으며 검사계가 모두 존재하 으나, 

2001년도에는 2개소 보건소에 건강증진 담당이 각각 1개 담당씩 있으며 지

역보건 또는 가족보건 담당 중에 1개 담당이 존재하며 검사계가 모두 없어

졌다.

〈그림2〉Ⅱ형 보건소의 직제 변화

1997년 (4개 계) → 3개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계
지역보건계

/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검 사 계

or 건강증진계

2001년 (4개 담당) → 2개소

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학담당
지역보건담당

/ 가족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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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형 보건소의 직제변화는 〈그림3〉과 같다.

Ⅲ형 보건소 직제 변화는 97년도에 3개소 보건소에 없었던 방문보건팀

이 2001년도에는 2개소 보건소에 있으며, 97년도에는 2개소 보건소에 건강

증진계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3개소 보건소 모두 건강증진팀이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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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Ⅲ형 보건소의 직제 변화

1997년 (5개 담당) → 3개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 가족보건계 검 사 계 건강증진계

보건소장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 지역보건계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2002년 (5개 담당) → 3개소

보건소장

보건행정팀 예방의학팀 건강증진팀 지역보건팀
방문보건팀

 / 보건팀

보건소장

보건행정팀 예방의학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의료검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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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보건소 직제는 〈그림4〉와 같다.

97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가 2개소 보건소에 있으며, 직제의 많은 

부분은 건강증진, 치매관리, 방문보건, 지역보건 담당 등이 차지하므로 간

호업무의 확대로 볼 수 있다.

〈그림4〉새로운 유형의 보건소 직제

2002년 (1개과 6개 담당) → 1개소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담당 위생행정담당 위생관리담당 전염병관리담당 지역보건담당 건강증진담당

2002년 (2개과 9개 담당) → 1개소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 예방의학 위생 보건위생민원팀 치매운 치매환자관리 검사 지역보건 방문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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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업무별 담당실의 변화는 중소도시 10개 시․군 보건소의 97년, 

2001년 업무별 담당실 현황을 조사지에 의거 조사하 다.

보건소 업무별 담당실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한방진료실은 4개실에서 10개실로, 구강보건

실은 3개실에서 8개실로, 보건교육․정보실이 2개실에서 7개실, 운동처방

실, 골 도실은 각각 1개실에서 5개실, 정신보건센터는 5개실에서 8개실로 

증가하 으며, 그 외에도 자원봉사센터, 양상담실 등이 97년도에는 없었

으나 2001년도에는 2개소 보건소에 존재하 다. 10개소 보건소의 97년도 

평균 업무별 담당실이 갯수는 10.7실에서 2001년도에는 13.4실로 평균 2.7

실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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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보건소 업무별 담당 실의 변화

       (단위 : 실)

연도

실
1997년 2001년 1997년 대비 2001년

민 원 실 10 10 0

진 료 실 10 10 0

물 리 치 료 실 9 10 +1

한 방 진 료 실 4 10 +6

구 강 보 건 실 3 8 +5

치 과 진 료 실 2 4 +2

모 자 보 건 실 4 4 0

예 방 접 종 실 10 10 0

검 사 실 10 10 0

방 사 선 실 10 10 0

결 핵 실 10 10 0

방 문 보 건 실 3 5 +2

약 국 10 0 -10

운 동 처 방 실 1 5 +4

정 신 보 건 센 터 5 8 +3

치 매 상 담 실 2 3 +1

골 도 실 1 5 +4

보건교육․정보실 2 7 +5

자 원 봉 사 센 터 0 2 +2

양 상 담 실 0 2 +2

종 합 검 진 실 1 1 0

총계(평균) 107(10.7) 134(13.4)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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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예산의 변화

일개도 중소도시 10개소 보건소 예산의 변화는 〈표 6〉과 같다.

총 예산액이 13%증가하 는데 이중 인건비는 2001년도에 1997년도에 

반해 7%가 감소한 반면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은 1997년도에 반해 26%가 

증가하 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97년도에는 인건비 비율 40%를 차지하 는데 반해 

2001년도에는 33%를 차지하 으며, 경상비 및 사업비 비율은 60% 차지하

던 것이 67%를 차지하 다.

〈표 6〉 보건소 예산의 변화

     (단위 : 천원)

업     무 97년 2001년
97년 대비

2001년

해당 기관 총 예산액 1,824,565 2,060,872 13% 증가

인건비 비율(%)

(최소값, 최대값)

729,630 (40%)

(427,068, 1,272,248)

676,810 (33%)

(74,824, 1,097,566)
7% 감소

경상비 및 사업비 비율(%)

(최소값, 최대값)

1,094,935 (60%)

(501,384, 1,680,027)

1,384,062 (67%)

(673,414, 1,920,320)
26% 증가

        ※ 평균(최소, 최대) 

3) 보건소 인력의 변화

일개도내 중소도시 10개소 보건소 인력의 변화는 〈표7〉과 같다.

97년도 현재 총 359명이며, 이중 보건소장이 보건직 6명, 의무직4명, 관

리의사 14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 1명, 간호인력 72명, 의료기사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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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3명, 약사 10명, 일반 보건직 및 행정직, 기능직이 113명, 임시직이 49

명으로 나눠진다. 97년도에는 간호인력이 20.1%, 의료기사 15.6%, 일반 보

건직 및 행정직, 기능직이 31.4%를 차지하 다. 이에 반에 2001년도에는 

현재 총 373명으로 97년도 350명에 비해 14명이 증가하 다. 보건소장이 

보건직 4명, 의무직 6명, 관리의사 15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5명, 간호인

력 82명, 의료기사 70명, 양사 4명, 약사 10명, 일반 보건직 및 행정직, 

기능직 88명, 임시직이 31명, 업무대행 의료인이 25명으로 나뉜다. 이중 간

호인력이 업무대행을 포함하여 102명(전체 27.3%)으로 97년에 비해 30명이 

증가하 으며, 의료기사 18.8%, 일반 보건직 및 행정직, 기능직이 23.6%로 

97년에 비해 25명이 감소하 다. 이는 직접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

력 및 의료기사 필요성이 증가하 음을 보여준다. 또한 97년도에 대비하여 

2001년도에 업무대행을 포함하여 한의사가 1명에서 8명으로, 물리치료사가 

7명에서 13명으로, 치과의사가 3명에서 6명으로 크게 증가하 다.

일반직인 행정직 및 보건직이 97년에 비해 2001년도에 28명, 임시직이 

18명이 감소한 반면 계약직인 업무대행 의료인 25명, 의료기사 14명, 간호

사 10명, 기능직 3명 증가 등으로 전체 보건소 인력은 3.9%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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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건소 인력의 변화
               단위 : 명(%)

인  력  구  분 97년 2001년 97년 대비 2001년

․보건소장

  (□보건 / □의무)

10(2.8)

보건 6 / 의무 4

10(2.7)

보건 4 / 의무 6

․관리의사 14(3.9) 15(4.0) 1명 증가

  전문의

  일반의

3

11

8

7

․공보의 1(0.3) 1명 증가

  전문의

  일반의

1

․치과의사 3(0.8) 5(1.3) 2명 증가

  관리의사

  공보치과의

3 4

1

․한의사 1(0.3) 5(1.3) 4명 증가

  관리의사

  공보한의

1 4

1

․간호 72(20.1) 82(22) 10명 증가

  간호사

  조산사

66

6

81

1

․간호조무사 26(7.2) 25(6.7)  1명 감소

․의료기사 56(15.6) 70(18.8) 14명 증가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25

6

5

12

7

1

24

8

13

12

13

․ 양사 3(0.8) 4(1.1)  1명 증가

․정신보건요원

․응급구조사

․약사

1(0.3)

1(0.3)

10(2.8)

2(0.5)

10(2.7)

 1명 증가

 1명 감소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일반 보건직 및 행정직 78(21.7) 50(13.4) 28명 감소

․기능직 35(9.7) 38(10.2)  3명 증가

․임시직 49(13.7) 31(8.3) 18명 감소

  상용(직종)

  일용

18

31

17

14

․기타(업무대행) 25(6.7) 25명 증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사(일시사역)

3

1

20

1

계 359(100) 373(100)
14명 

증가(3.9%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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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

1)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직제 변화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로 97년도 대비 2001년 보건소 주요 업무 

변화를 보면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노인복지사업 순

으로 증가하 는데, 이에 따라 보건소 업무별 담당실〈표5〉를 보면 97년

도 대비 2001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5개소에서 8개소로, 방문보건사업실이 

3개실에서 5개실로, 운동처방실이 1개실에서 5개실로, 보건교육․정보실이 

2개실에서 7개실로 증가를 나타냈으며, 치매상담실이 2개실에서 3개실, 자

원봉사센터, 양상담실이 97년에는 없었는데, 2001년도에는 2개소 보건소

에 존재하 다.

1997년도에 비해 진료사업의 변화에서 방문보건사업의 관리인원이 

6,069명에서 16,296명의 증가로 평균적으로 10,227명(169%)이 증가하 으

며, 이에 따라 보건소의 직제 변화에서 97년도에 방문보건담당이 전무하

는데 2001년도에는 3개 담당으로 증가하 으며, 또한 보건소 업무별 담당

실의 변화에서 방문보건실이 3개실에서 5개실로 증가하 다.

보건사업의 변화에서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주민교육 대상인원이 

8,480명(593%), 상담인원이 18,641(320%), 암검진 사업이 258명(46%) 증가

하 다. 이 사업들의 증가는 건강증진 차원의 예방사업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직제 변화에서는 97년도에 건강증진계가 2개소 보건소

에 있었으나 2001년도에는 7개소 보건소에 건강증진 담당이 있으며, 또한 

보건소 업무별 담당실의 변화에서 보건교육․정보실이 2개실에서 7개실로, 

운동처방실이 1개실에서 5개실로 증가하 으며, 양상담실이 97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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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으나 2001년도에는 2개실이 존재하 다.

2)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예산의 변화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 보건소 진료사업이 평균 18.6%, 보건사업이 평

균 381% 증가에 비해 보건소 예산의 경상비 및 사업비는 26% 증가를 보

다.

3)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인력의 변화

97년에 비해 2001년도 진료사업의 실적은 평균 18.7%, 보건사업의 실적

은 평균 381% 증가한 반면 보건소 인력은 전체 평균 3.9% 증가에 지나지 

않았다.

진료․보건사업 변화의 주요 증가업무〈표3,4〉를 보면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고혈압 관리인원(1,195%) 당뇨관리인원(1,004%) 주민보건교육 

대상인원(593%), 결핵관리인원(553%) 등의 순으로 평균 836% 증가를 나

타냈으며 보건소 업무별 담당인력〈표8〉에서 살펴보면 이들 업무는 간호

사가 63%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건소 인력의 변

화〈표7〉을 살펴보면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 간호인력은 41.6%증가를 

보인다. 물리치료는 평균 1,814건(평균 43%), 한방진료는 연인원수가 평균 

4,199명(평균 81%) 증가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7명에서 13명(85%)으로, 한

의사가 1명에서 8명(700%)으로 증가하 다.

2001년도 중소도시 10개소 보건소 업무별 담당인력 현황은 〈표8〉과 

같다. 업무 비중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양개선사업에서 간호사 52.8%, 보건직 및 기능직이 12.4%,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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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순으로 차지하 으며,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서는 보건직 및 기능직

이 43.3%, 간호사 37.8%, 간호조무사 7.8% 순으로 업무를 차지하 고, 모

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간호사가 95.5%로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

하 다.

노인보건 사업에서는 간호사가 59.3%, 물리치료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각 11.1%로 업무를 차지하 으며, 정신보건 사업에서는 간호사가 80%, 

보건직 및 기능직이 20%를 차지하 다.

방문보건 사업에서는 간호사 89.8%, 보건직이 6.9%를 차지하 으며, 지

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은 간호사가 28.3%, 방사선사 20.8%, 의사 20.8%, 한의사와 임상병리

사가 각각 12.5%를 차지하 다. 보건행정업무에서는 보건직이 73%, 행정

직이 23%를 차지하 다.

의무관련 업무는 보건직 및 기능직이 68.9%, 행정직이 20%, 약무직이 

10%를 차지하 으며, 약무관련 업무는 보건직 및 기능직, 약무직이 각각 

40%를 차지하 고,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가 10%를 차지하 다.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양개선사업과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에서는 간호사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

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의약무 업무에서는 보건직이 대부

분을 차지하 다.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은 보건직 및 기능직이 54.5%, 간호사가 24%, 약무직이 10% 순으로 

차지하 다. 보건행정 업무에서는 보건직이 73%, 행정직이 23%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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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전체 업무별 담당인력을 보면 간호사 43.9%, 보건직 28.1%, 약

무직 5.9%, 간호조무사 3.2%, 임상병리사 2.6%, 의사 2.9%, 방사선사2.0% 

등의 순으로 업무의 비중을 자치하 다.

2001년 보건소 인력 현황〈표7〉에서 간호사가 전체 보건소 인력의 평

균 27.3%를 차지한 반면 보건소 업무별 담당인력〈표8〉은 전체 평균 

43.9%를 차지하 으며 보건․행정․기능직은 전체 보건소 인력의 평균 

23.6%를 차지하고 보건소 업무별 담당인력은 전체 평균 28.1%를 차지하

다. 간호 및 행정․보건직은 인력에 비해 업무의 비중이 많음을 나타낸다.

  



- 44 -

〈표 8〉보건소 업무별 담당 인력 현황 (2001년 현재)

단위 : 담당인력, 비율(%)

주  요  업  무 사     업     명
실  시

기관수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양개선사업

○ 지역사회 진단    8 6(75) 1(12.5) 1(12.5)

○ 금연사업 10 7(70) 1.5(15) 0.5(5) 1(10)

○ 건강정보실 운 8 6(75) 1(12.5) 1(12.5)

○ 보건교육 지원 9 5(56) 1(11) 1(11) 1(11) 1(11)

○ 저 소득층 암 검진사업 10 6(60) 1(10) 3(30)

○ 보건교육  및 홍보 10 7(70) 1(10) 1(10) 1(10)

○ 구강보건
진료 4 4(100)

진료보조 및 구강보건사업 9 1(11) 1(11) 1(11) 6(67)

○ 양사업 7 4(57.1) 1(14.3) 2(28.6)

○ 건강생활 운동  7 4(57.1) 0.5(7.15) 0.5(7.15) 1(14.3) 1(14.3)

○ 건강 캠페인 8 4(50) 1(12.5) 2(25) 1(12.5)

소계(평균) (52.8) (2.7) (12.4) (2.6) (7.4) (5.6) (9.1) (6.1) (1.3)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 유아 예방접종 실시 10 9.5(95) 0.5(5)

○ 성인 예방접종 10 8.5(85) 1.5(15)

○ 결핵관리사업 10 8(80) 1(10) 1(10)

○ 성병 및 AIDS관리 10 2(20) 3(30) 2(20) 3(30)

○ 방역소독업무 10 1(10) 1(10) 7(7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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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실  시

기관수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전염병의 예방 관리

○ 급,만성 전염병 관리 10 1(10) 0.5(5) 7.5(75) 1(10)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관리 10 1(10) 1(10) 7(70) 1(10)

○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10 2(20) 0.5(5) 6.5(65) 1(10)

○ 말라리아 위탁방역 10 1(10) 1(10) 7(70) 1(10)

소계(평균) (37.8) (7.8) (43.3) (2.2) (3.3) (5.6)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모자보건사업

 o 임산부 관리 10 10(100)

 o 유아 관리 10 10(100)

 o 임산부 및 유아 건강진단 10 10(100)

 o 모자보건 수첩 발급 10 10(100)

 o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10 10(100)

 o 조기 시력 검진사업 10 10(100)

 o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10 10(100)

 o 예비 신부 건강검진 2 2(100)

○ 가족계획사업

 o 피임 보급 및 가족계획 시술 10 8(80) 1(10) 1(10)

 o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10 8(80) 1(10) 1(10)

 o 성교육/성상담 사업 10 9(90) 1(10)

소계(평균) (95.5) (2.7) (1.8)



- 46 -

주  요  업  무 사     업     명
실  시

기관수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노인보건사업

○ 일반진료
진    료 10

10

(100)

진료보조 10 9(90) 1(10)

○ 물리치료 10 10(100)

○ 한방진료
진    료 10 10(100)

진료보조 10 8(80) 1(10) 1(10)

○ 노인보건교육 9 9(100)

○ 노인건강 검진  9 7(78) 1(11) 1(11)

○ 노인보건 행사 5 5(100)

○ 유행성 독감 접종 10 8.5(85) 1.5(15)

소계(평균) (59.3) (4) (2.3) (1.1) (11.1) (11.1) (1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10 10(100)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9 9(100)

○ 정신과 입원환자 퇴원, 가퇴  

   원, 처우개선 명령 및 입원해  

   제 조치 

10 8(8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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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실  시

기관수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 행사 10 9.5(95) 0.5(5)

○ 치매센터 운 6 6(100)

소계(평균) (95) (5)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방문보건사업

 o 기초건강검진 10 10(100)

 o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추구관리)
10 10(100)

 o 이동목욕사업 6 5.4(90) 0.3(5) 0.3(5)

 o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 6 6(100)

 o 재활용구 무료 대여 10 8.4(84) 0.3(3) 0.3(3) 1(10)

 o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자원  

   봉사자 조직과 훈련       
10 9.5(95) 0.5(5)

 o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0 6(60) 4(40)

소계(평균) (89.8) (1.9) (6.9) (1.4)



- 48 -

주  요  업  무 사     업     명
실  시

기관수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

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

병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진료
진    료 10

10
(100)

일반진료 10 9(90) 1(10)

○ 한방진료
진    료 10

10
(100)

일반진료 10 8(80) 1(10) 1(10)

○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10 4(40) 0.5(5) 0.5(5) 5(50)

○ 골다공증 검사 6 1(16.7) 4(66.6) 1(16.7)

○ 임상검사 10 10(100)

○ 방사선촬 10 10(100)

소계(평균) (28.3) (1.3) (1.3) (1.9) (12.5) (0.6) (20.8) (20.8) (12.5)

보건행정업무

○ 일반행정 및 예산관리 10 2(20) 8(80)

○ 제증명발급 10 10(100)

○ 보건업무 기획 등 행정지원 10 10(100)

소계(평균) (32) (73)

의무 관련 업무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변경신고 등 민원서류 처리
10 7(70) 2(20) 1(10)

○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7(70) 2(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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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실  시

기관수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의무 관련 업무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

   점검
10 7(70) 2(20) 1(10)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  

   리 상태 지도점검
10 6(60) 2(20) 1(10) 1(10)

○ 구급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7(70) 2(20) 1(10)

○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점검 10 7(70) 2(20) 1(10)

○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 10 7(70) 2(20) 1(10)

소계(평균) (68.6) (20) (10) (1.4)

약무 관련 업무

○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의료용구 판매등 민원서류 처리
10 1(10) 4(40) 4(40) 1(10)

○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1(10) 4(40) 4(40) 1(10)

○ 안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1(10) 4(40) 4(40) 1(10)

○ 대마앵속 등 점검 10 1(10) 4(40) 4(40) 1(10)

○ 의약분업 관련업무 10 1(10) 4(40) 4(40) 1(10)

○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및 행  

   정 처분
10 1(10) 4(40) 4(40) 1(10)

소계(평균) (10) (40)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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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실  시

기관수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 10 2.8(28) 1(10) 3.8(38) 1.3(13) 1(10)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10 2(20) 7(70) 1(10)

소계(평균) (24) (5) (54.5) (6.5) (10)

총계(평균) (43.9) (3.2) (28.1) (4.9) (5.9) (2.6) (2.3) (0.6) (2.0) (2.9) (2.1) (0.8)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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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이 연구는 최근 4년간 보건소에서의 업무 및 조직 변화를 조사하여 보

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를 바탕으로 새로이 보건환경에 적합한 조직 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는데 있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일개도 39개 보건소 중 중소도시 10개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하 다.

자료수집도구는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 및 보건소 업무별 담당

인력 현황을 지역보건법과 보건소 부서별 사업계획서, 지침서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조사지로 조사하 다.

보건․진료사업 실적 및 보건소 조직(직제, 예산, 인력)의 변화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서 및 인터넷 등을 참고로 하여 문헌 조사하 다.

문헌과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경기도(보건위생

정책과), 일선보건소의 각종 통계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토대로 하여 자

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 보건소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16가지 업무로 법제화되어 

있다.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변화의 자료수집 도구는 이를 근거로 하여 

조사지로 작성하 다.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 업무 중 5호 공중위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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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은 일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아직 

위생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시․군․구의 사회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15호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장애인만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사회사업 

전반은 시․군․구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여, 전반적인 보건소의 업무에

서 위 업무는 실제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보건법

에 보건소 업무로 법제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건소에서 관장하지 않는 보

건업무는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 조사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이

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무 조정 정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의 변화를 사업명의 증가뿐만 아니라 업

무별 투입시간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양적 제시를 하

지 못한 단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객관적으로 측

정할만한 도구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업무량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도시, 도농복합형태, 군 단위 보건소를 제외

한 중소도시 보건소를 표본으로 하여 자료를 이용하 으므로 전 보건소의 

대표성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보건소 업무 및 조직(직

제, 예산, 인력) 변화를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보건정

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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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 보건소 업무 변화

1997년과 2001년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의 변화를 비교할 때, 보건소 

업무의 변화에서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크게 증대하 다. 이는 국내 여러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 다(보건복

지부,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또한 보건소 직원이 인식하는 향후 보건소 주요 업무는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경기도 예방의료정책개발조사연구, 1999)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소 직원이 인식하는 주요 업무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와 상당 부분 일치함을 보 다.

진료, 보건사업 변화에서 고혈압(1,193%), 당뇨(1,004%), 주민보건교육

(593%), 방문보건사업(169%) 등 대민 보건 서비스 확대 경향은 지역 주민

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보건소 인력은 3.9% 증가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의 입장에서 업무부하 과

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업무편중을 부추겨 보건

소의 기본업무인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모자보건사업 등이 소홀해질 가능성

이 크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업무가 폐지되거나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업

무가 누적되고 아울러 관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보건사업이 백화점식 나열로 보건사업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

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 54 -

보건, 진료사업의 변화에서 지역사회 건강요구도 및 연령분포에 따른 

보건소별 사업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하 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 지역사

회 건강요구도 및 연령분포에 따른 보건소별 보건, 진료사업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보건소 조직 변화

1997년에 비해 2001년 보건소 직제를 보면 97년도의 건강증진계가 2개

소 보건소에 있었으나, 2001년도에는 7개소 보건소에 건강증진 담당이 있

어,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97년도에는 전무하 던 방문보건 담당이 3개소 증가하 다. 

이는 건강증진 담당, 방문보건 담당의 업무의 75%가(〈표8〉참조) 간호사 

업무이므로 보건소 보건사업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증가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보건소 업무별 담당실의 변화를 보면,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보건교

육․정보실, 운동처방실, 골 도실 등이 증가하 는데 이는 지역 주민의 다

양한 건강요구 등의 반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 

업무별 담당실이 평균 2.7개의 실이 증가를 보이는 반면 보건소 인력은 평

균 1.4명 증가를 보여 보건소 직원의 업무의 과중을 나타낸다.

보건소 예산의 변화를 보면 인건비가 2001년도에 1997년도에 반해 7%

가 감소한 반면 경상비, 사업비 예산은 97년도에 반해 26%가 증가하 다. 

이는 지방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고정적 경비(경상비) 및 보조, 자체사업비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보건사업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이라 본

다. 이는 보건소 예산에서 경상비 및 사업비의 증가는 점차적으로 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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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보건소 예산의 변화를 총예산,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작

성하 는데, 보건소 사업별 구체적 예산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실제적으로 

사업별 예산의 변화를 보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1997년에 비해 2001년 보건소 인력의 변화를 보면 보건소 인력이 전체 

평균 3.9%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 보건소의 전문인력 조사

에서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을 총원으로 하여 1995년도 대비 2000년도에 

11%가 감소되었다(보건복지부, 2001)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는 실

제적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으로 활용되는 업무대행 의료인이 제외되고, 보

건소 인력들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보건

소에 채용된 업무대행 의료인을 제외한 보건소 인력은 1997년도 대비 2001

년도에 9.1% 감소로 보건복지부 2001년 자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직인 행정직 및 보건직이 97년에 비해 2001년도에 28명이 감소한 반면 

계약직인 업무대행 의료인 25명, 의료기사 14명, 간호사 10명, 기능직 3명 

증가 등으로 전체 보건소 인력은 3.9% 증가하 으나 이는 계약직 및 기능

직 채용의 증가로 인해 보건소 인력의 불안정한 신분보장의 증가로 보건사

업 질적 저하 및 보건소 조직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분쟁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업무대행 의료인 중 80%가 간호인력임

을 볼 수 있다. 이는 보건소 업무 중 간호 업무의 증가로 인한 간호인력의 

부족분을 업무대행 간호사로 채용하여 불안정한 신분보장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

다. 또한 일반직인 보건직 및 행정직의 감소는 보건소 업무와 조직이 확대

되는 이 시점에서 행정력 수반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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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보건소 인력이 축소

된 반면 국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건소 업무의 증대가 나타났으며, 실제 

본 연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새로 추가된 

업무로 인해 진료․보건사업 실적이 1997년도 대비 2001년 평균 200% 증

가를 보 다.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시 제12조에 처음으로 보건소 전문인력 

적정배치 규정을 두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등 전

문 인력을 두도록 하 으나, 동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보수 등은 지방보건법을 

따르고 아울러 정원 책정과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동 규정에 지역보건법 제12조 규정에 의

한 보건소 전문인력 적정 배치사항을 추가하여 강제함으로써 보건소 업무 

증대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 해소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

또한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건사업이 서비스 사업이

기 때문에 보건소 전문인력 적정배치 등 인원 조정만의 조직 개편은 바람

직하지 않다.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겹치는 일반 진료

업무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민간부분에서 관리가 어려운 만성질

환자와 취약, 소외계층 등 공공부문의 관리가 불가피한 부분과 예방적 차

원의 건강증진 부분 및 이에 따른 기획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인력과 보건사업의 효능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

3)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변화를 보면 97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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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보건소 진료사업 평균 18.6%, 보건사업이 평균 381%로 크게 증

가한데 반해 보건소 예산 중 경상비 및 사업비는 26%, 보건소 인력은 단

지 3.9%만의 증가를 보여 보건, 진료사업 증가에 비해 보건소 예산 및 인

력의 증가는 아주 경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 보건소 인력 현황〈표7〉에서 간호사가 전체 보건소 인력

의 평균 27.3%를 차지한 반면 보건소 업무별 담당인력은 전체 평균 43.9%

를 차지하 으며 보건․행정․기능직은 전체 보건소 인력의 평균 23.6%를 

차지하고 보건소 업무별 담당인력으로는 전체 평균 28.1%를 차지하 다. 

간호 및 행정․보건직은 인력에 비해 업무의 비중이 많음을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 분석을 목적으

로 시도하 으나, 관련 자료의 한계와 보건소 업무 전반을 다루어 부문별 

깊이 있는 고찰에는 미흡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와 분석이 계속 되었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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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 4년간 보건소에서의 업무 및 보건소 조직변화를 조사하

여 보건소 업무변화에 따른 조직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보건환경에 적합한 조직 정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일개도 39개소 보건소 중 대도시, 도농복합형태 및 군 단

위 보건소를 제외한 인구 10만명에서 5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 보건소 10개

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8

일까지 총 46일로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수집 도구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등을 참고로 문헌 조사하고 지역보건법 및 보건소 부

서별 사업계획서, 지침서 등을 근거로 개발한 조사지를 사용하 으며 보건

소 사업 역별 업무 변화,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 실적, 보건소 조직(직제, 

예산, 인력) 변화는 실수와 백분율로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 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업무의 변화로 사업 역별 업무 변화는 정신보건사업, 방문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순으로 증가하 으며, 진료사업의 변화는 97년에 

비해 2001년에 방문보건사업 169%, 일반진료 71%, 물리치료가 43%, 한방

진료 연인원이 38% 순으로 증가하 으며, 인구가 평균 15% 증가한 반면 

진료사업은 평균 18.6% 증가를 보 다. 보건사업의 변화는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 고혈압 관리인원이 1,195%, 당뇨병 관리인원 1,004%, 주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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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593% 순으로 증가를 보 으며, 인구가 평균 15%증가한 반면 보

건사업 실적은 381% 증가를 보 다.

2. 보건소 조직 변화로 보건소 직제의 변화는 97년에 비해 건강증진 담

당이 2개소에서 7개소로, 방문보건 담당이 97년에는 전무하 는데 2001년

에 3개소로 증가하 는데, 이는 건강증진 담당, 방문보건 담당 업무의 75%

가 간호사 업무이므로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가 증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보건소 업무별 담당실의 변화는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정보

실, 운동처방실, 골 도실,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센터, 양상담실이 증가

하 는데, 이는 건강증진이라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 된 것이다. 

10개 보건소 평균 업무별 담당실의 갯수가 97년도 10.7개실에서 13.4개실로 

평균 2.7개실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보건소 인력은 평균 1.4명 증가를 보여 

보건소 직원의 업무 과중을 나타낸다.

보건소 예산의 변화는 97년에 비해 2001년 총 예산액이 평균 13%증가

하 으며, 이중 인건비는 7%가 감소한 반면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은 

26% 증가하 다.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40%에서 33%를 차지하 으며, 경상비 및 사업비 비율은 60%에서 67%를 

차지하 다. 이는 보건소 예산 중에 경상비 및 사업비의 증가는 점차적으

로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보건소 인력의 변화는 97년도 비해 2001년도의 인력은 총3.9% 증가를 

보이며, 97년도에는 간호인력이 20.1%, 의료기사 15.6%, 일반 보건직 및 

행정직, 기능직이 31.4%를 차지한 반면 2001년도에는 업무대행을 포함하여 

간호인력이 27.3%, 의료기사 18.8%, 일반 보건직 및 행정직, 기능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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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를 차지하 다. 이는 직접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및 의료

기사의 필요성이 증가하 음을 보여준다.

일반직인 행정직 및 보건직이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28명이 감소한 

반면 계약직인 업무대행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사, 기능직 등의 증가로 전

체 보건소 인력이 3.9% 증가를 보 으나, 이는 의료인의 계약직 채용의 증

가로 인해 불안정한 신분보장으로 보건사업의 질적 저하 및 보건소 조직에

서 여러 갈등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업무대행 의료인 중 

80%를 차지하는 간호인력의 불안정한 신분보장으로 전문직으로서 취약성

이 나타날 수 있다.

3. 보건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로 예산 및 인력의 변화를 보면 

97년도에 비해 2001년도 보건소 진료사업이 평균 18.6%, 보건사업이 평균 

381% 증가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보건소 예산 중 경상비 및 사업비는 

26%, 보건소 인력은 단지 3.9%의 증가를 보여 사업 증가에 비해 예산 및 

인력이 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소 업무의 변화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의 충족이라는 건강증진 차원의 업무가 많이 반 되었다. 또한 보

건소 업무 변화에 따라 보건소 직제 변화가 많이 반 된 반면, 보건소 예

산 및 인력의 변화는 보건소 업무가 크게 증가한데 반해 경미한 증가를 보

다. 이에 따라 보건소 직원의 업무부하 과중으로 나타났다.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보건소 예산의 증가와 정규

직인 보건 의료인력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소 업무 중 민간 의료



- 61 -

기관과 겹치는 업무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공공부분의 관리가 불

가피한 부분과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 부분 및 이에 따른 기획 및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보건소 업무 및 

조직(직제, 예산, 인력) 변화를 중소도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보건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중소도시 보건소로 한정하여 실시하 으므로 보건

소 업무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로 일반화 시킬 수 없고 또한 지역사회 건

강요구도 및 연령분포의 따른 보건소별 업무의 차이 및 각각의 업무별 투

입시간 정도의 변화 등 업무의 질적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대도시, 도농복합형태, 군 단위 보

건소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62 -

〈참고문헌〉

조익현, 보건소업무에 향을 주는 보건의료법령체계분석, 연세대학교 보건

대학원, 2001

손명세. 보건의료 법제의 변천, 법제처, 2000

장원기, 이석구, 이상이 외. 국가 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0

경기도 예방의료정책개발조사연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999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1



- 63 -

〈부 록〉

1.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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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1997년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와 2001년 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및 담당인력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보건소 업무의 증감을 파악하여 새로운 보건환경에 적합한 보건소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질문은 1997년도와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비교하여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비 이 보장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

니다.

설문에 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순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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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업 역별 업무 (보건소명 :        )

    ※ 각 년도에 실시한 업무는 괄호 안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사   업   명

1997 200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

강 및 양개선사업

○ 지역사회 진단

○ 금연사업

○ 건강정보교실 운

○ 보건교육 지원

○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 보건교육 및 홍보

○ 구강보건

 ° 진료

 ° 진료보조 및 구강보건사업

○ 양사업

○ 건강생활 운동

○ 건강 캠페인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사회 진단

○ 금연사업

○ 건강정보교실 운

○ 보건교육 지원

○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 보건교육 및 홍보

○ 구강보건

 ° 진료

 ° 진료보조 및 구강보건사업

○ 양사업

○ 건강생활 운동

○ 건강 캠페인

(     )

(     )

(     )

(     )

(     )

(     )

(     )

(     )

(     )

(     )

(     )



- 66 -

주요업무
사   업   명

1997 2001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 유아 예방접종 실시

○ 성인 예방접종

○ 결핵관리사업

○ 성병 및 AIDS관리

○ 방역소독업무

○ 급,만성 전염병 관리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자 관리

○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 말라리아 위탁방역

(     )

(     )

(     )

(     )

(     )

(     )

(     )

(     )

(     )

○ 유아 예방접종 실시

○ 성인 예방접종

○ 결핵관리사업

○ 성병 및 AIDS관리

○ 방역소독업무

○ 급,만성 전염병 관리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자 관리

○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 말라리아 위탁방역

(     )

(     )

(     )

(     )

(     )

(     )

(     )

(     )

(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관리

 ° 유아 관리

 ° 임산부 및 유아 건강진단

 ° 모자보건 수첩 발급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 조기 시력 검진사업

(     )

(     )

(     )

(     )

(     )

(     )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관리

 ° 유아 관리

 ° 임산부 및 유아 건강진단

 ° 모자보건 수첩 발급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 조기 시력 검진사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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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사   업   명

1997 200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 예비 신부 건강검진

○ 가족계획사업

 ° 피임 보급 및 가족계획 시술

 °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 성교육/성상담 사업

(     )

(     )

(     )

(     )

(     )

 °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 예비 신부 건강검진

○ 가족계획사업

 ° 피임 보급 및 가족계획 시술

 °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 성교육/성상담 사업

(     )

(     )

(     )

(     )

(     )

노인보건사업

○ 일반진료

○ 물리치료

○ 한방진료

○ 노인보건교육

○ 노인건강 검진

○ 노인보건 행사

○ 유행성 독감 접종

(     )

(     )

(     )

(     )

(     )

(     )

(     )

○ 일반진료

○ 물리치료

○ 한방진료

○ 노인보건교육

○ 노인건강 검진

○ 노인보건 행사

○ 유행성 독감 접종

(     )

(     )

(     )

(     )

(     )

(     )

(     )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     )

(     )

○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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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사   업   명

1997 200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정신과 입원환자 퇴원, 가퇴원, 처우   

   개선 명령 및 입원해제 조치

○ 정신보건 행사

○ 치매센터 운

(     )

(     )

(     )

○ 정신과 입원환자 퇴원, 가퇴원, 처우   

   개선 명령 및 입원해제 조치

○ 정신보건 행사

○ 치매센터 운

(     )

(     )

(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방문보건사업

 ° 기초건강검진

 °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추구관리)

 ° 이동목욕사업

 °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

 ° 재활용구 무료 대여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자원봉사자

   조직과 훈련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방문보건사업

 ° 기초건강검진

 °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추구관리)

 ° 이동목욕사업

 °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

 ° 재활용구 무료 대여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자원봉사자

   조직과 훈련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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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사   업   명

1997 200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에 

관한 사항

○ 일반진료

○ 한방진료

○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 골다공증 검사

○ 임상검사

○ 방사선촬

(     )

(     )

(     )

(     )

(     )

(     )

○ 일반진료

○ 한방진료

○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

○ 골다공증 검사

○ 임상검사

○ 방사선촬

(     )

(     )

(     )

(     )

(     )

(     )

보건행정업무

○ 일반행정 및 예산관리

○ 제증명 발급

○ 보건업무 기획 등 행정지도

(     )

(     )

(     )

○ 일반행정 및 예산관리

○ 제증명 발급

○ 보건업무 기획 등 행정지도

(     )

(     )

(     )

의무 관련 업무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변경신  

   고 등 민원서류 처리

○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점검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상태

   지도점검

○ 구급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

(     )

(     )

(     )

(     )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변경신  

   고 등 민원서류 처리

○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점검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상태 

   지도점검

○ 구급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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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사   업   명

1997 2001

의무 관련 업무
○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점검

○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
(     )

○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점검

○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
(     )

약무 관련 업무

○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의료용구  

   판매 등 민원서류 처리

○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안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대마앵속 등 점검

○ 의약분업 관련업무

○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치 행정처분

(     )

(     )

(     )

(     )

(     )

(     )

○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의료용구  

   판매 등 민원서류 처리

○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안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대마앵속 등 점검

○ 의약분업 관련업무

○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치 행정처분

(     )

(     )

(     )

(     )

(     )

(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

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에 관한 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     )

(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     )

(     )



- 71 -

보건소 업무별 담당 인력 현황

주  요  업  무 사     업     명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양개선사업

○ 지역사회 진단    

○ 금연사업

○ 건강정보실 운

○ 보건교육 지원

○ 저 소득층 암 검진사업

○ 보건교육  및 홍보

○ 구강보건
진료

진료보조 및 구강보건사업

○ 양사업

○ 건강생활 운동  

○ 건강 캠페인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 유아 예방접종 실시

○ 성인 예방접종

○ 결핵관리사업

○ 성병 및 AIDS관리

○ 방역소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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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전염병의 예방 관리

○ 급,만성 전염병 관리

○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관리

○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 말라리아 위탁방역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 모자보건사업

 o 임산부 관리

 o 유아 관리

 o 임산부 및 유아 건강진단

 o 모자보건 수첩 발급

 o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o 조기 시력 검진사업

 o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o 예비 신부 건강검진

○ 가족계획사업

 o 피임 보급 및 가족계획 시술

 o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o 성교육/성상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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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노인보건사업

○ 일반진료
진    료

진료보조

○ 물리치료

○ 한방진료
진    료

진료보조

○ 노인보건교육

○ 노인건강 검진  

○ 노인보건 행사

○ 유행성 독감 접종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 정신과 입원환자 퇴원, 가퇴  

   원, 처우개선 명령 및 입원해  

   제 조치 

○ 정신보건 행사

○ 치매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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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

업

○ 방문보건사업

 o 기초건강검진 

 o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추구관리)

 o 이동목욕사업 

 o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

 o 재활용구 무료 대여

 o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자원  

   봉사자 조직과 훈련       

 o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

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진료
진    료

일반진료

○ 한방진료
진    료

일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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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

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 골다공증 검사

○ 임상검사

○ 방사선촬

보건행정업무

○ 일반행정 및 예산관리

○ 제증명발급

○ 보건업무 기획 등 행정지원

의무 관련 업무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변경신고 등 민원서류 처리

○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

   점검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  

   리 상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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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사     업     명

담당 인력

간호사
간  호

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행정직 약무직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양사

방사

선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

생사

운  동

처방사

의무 관련 업무

○ 구급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점검

○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

약무 관련 업무

○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의료용구 판매등 민원서류 처리

○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안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대마앵속 등 점검

○ 의약분업 관련업무

○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및 행  

   정 처분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

구 등에 관한 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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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Health Center Organizations in 

Small/Medium-Sized Cities Adjusted by the Changes in 

Their Business Areas

Kim, Soon-Joo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job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health centers for the past four years, and 

analyze their organizational adjustment followed by the changes in their 

business areas. Based on the problems investigated in this proces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ppropriate for the new health care services environments.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was conducted to 10 health centers 

in small or medium-sized cities in one local provinc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14 to November 28. Data analysis was 

done calculating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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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is as follows:

1. The changes in the jobs of health centers highest in the mental 

health services, followed by the home-visiting health services, and 

health promotion services. Compared with the data for 1997, the 

subjects of the hypertension management have increased by 1,195% on 

the average; those of the diabetes management, by 1,004%; beneficiaries 

of community education, by 593%, and; home-visiting health services, 

by 169% on the average.

2. As for the organization changes of health centers, especially in 

their system, the centers that have staffs in the health promotion 

services have increased from two in 1997 to seven centers at present; 

those with home-visiting services staffs have increased from zero to 

three places. In many health centers, there has been an increased 

tendency to install the offices for oriental medicine, oral health, health 

education and information, exercise therapy, and bone density 

management, reflecting various demands of the community citizens for 

their health promotion. In the ten health centers studied, the number of 

offices that each staff takes charge of for one job area has increased 

by average 2.7 offices. However, the personnel in the health centers has 

increased by only 1.4 persons. This discrepancy indicates the overload 

of works for the staffs in the centers.

The budgets in the year 2001 for the health centers hav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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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 from 1997. Personnel expenses have decreased by 7%, while 

overhead and working expenses have increased by 26%. Among the 

items of health center budgets, the increase of overhead expenses and 

working expense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health care projects.

The personnel of these health centers in 2001 is larger than that in 

1997 by 3.9%. Much of this change can be explained by the increase in 

the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s who provide direct health service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substitute medical staffs can cause a 

degradation of health services or many conflicts due to their lack of job 

security.

3. The budgets have also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jobs of 

health centers: compared with the year 1997, the budget for treatment 

services have rapidly increased by 18.6% until 2001, and that for health 

care services, by 381%. On the other hand, overhead and working 

expenses have increased only by 26%, and personnel expenses, by 3.9%. 

This result shows that expansion of the business hasn't been 

considered in the planning of budget and personnel.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anges in the business of 

health centers have covered the works in the dimension of health 

promotion, that is, the satisfaction of diverse health-related demands of 

community citizens. In addition, the changes in the contents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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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changed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health centers, while their 

budgets and personnel haven't been sufficiently adjusted for the radical 

increase in the workloads.

To activate and improve efficiency of health care services, budgets 

for health centers as well as their regular medical personnel should be 

augmented. Their efficiency could be enhanced by consigning the 

businesses that are overlapped with other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o 

outside professional agencies, and by effectively performing the jobs 

that require the public management or health promotion business, as 

well as their planning and evaluation.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only to the health centers in 

small/medium-sized cities, so the findings may not be generalized to 

the nationwide health centers. Besides, the study has a limitation that it 

didn't consider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business, such as the 

differences in works among health centers by the health-related demand 

of each community and its ag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input time to each job. Complementing this limitation,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expanding the subjects to the health 

centers in metropolitan cities, the regions where urban and rural areas 

coexit, or in the Gu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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