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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진료소가 설립된 이후 초기설립 목적과 보건진료원의 역할
은 그동안 주변 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어 왔다. 지역주민의 의식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농
촌지역주민의 높은 의료욕구에 변화를 가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을 뿐 아니
라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제도적으로나 의료자원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의료자원의 도시편중에 의해 농
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박
춘나, 2001).
그간 보건진료소는 일부 진료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받긴 하였으나, 일차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해왔다고 본다.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지역이 지리적으로 주민과
가까이 있다는 점과 의료자원 분포에서 여타 농촌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농․어촌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된 이후 지역사회주민의 이용률이 높고 사업도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들 지역인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이용 양상과 이에 대
한 요구를 파악한다면 보건진료소의 활용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건진료소에 대한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사업실적 분석과, 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
의 견해와 태도를 파악하는 것과(임경순, 1990; 홍여신과 이인숙, 1994; 박영희 등, 2000). 농
촌지역의 의료이용 양상 연구(오장균, 1991; 황병덕과 박재용, 1993; 진기남과 한지숙, 1998)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설치 이후 근 사반세기가 되어오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보건진료소 관내인구를 중심으로 농촌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여 자료를 제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건강증진지향 정책과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제도의 도입에 앞서 보건진료소의 일차보건의료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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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 보건복지정책과 연계에 앞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
들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와 보건의료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립하였다.
1.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 만족도를 파악한다.
2.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 요구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G시 관내 10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총 주민 13,213명을 모
집단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비례추출방법을 통해 관할지역 인구의 1.2%인 160명으로
하였으며, 각 진료소별 인구 비율에 따라 49세 이하, 50-64세, 65세 이상의 3군으로 나누어
각 군마다 해당 인구 비율로 할당하여 각 연령층에 해당하는 주민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일차적으로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문헌 및 실무지침서, 정기간
행물,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개발하였으며 지역사회간호학 교수와 보건진료원들의 자
문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사업 만족도는 5점 척도의 16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Cronbach′ α = .86,) 세부항목으로는 친절성 5문항(α = .78)과 서비스의 질 6문항(α =
.83), 자원 활용 3문항(α = .71)으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사업 요구도는 5점 척도의 14문항(Cronbach′α = .84)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의 요구 7문항(α = .75), 새로운 사업을 요구
하는 측면의 7문항(α = .77)로 구분 하였다. 일차적으로 개발한 설문지는 사전에 연구대상
지역인 G시와 유사한 타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 중 2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3년 7월 2일부터 8월 26일 까지 본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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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 2명이 직접 면접을 하였고 설문지를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주민은 직접 기입토록 하여 수집하여 SPSS 11.0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여자가 53.7%였고, 65세 이상이 57.5%로 각각
과반수이상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79.4%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45.0%가 배우
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직업은 농업이 72.5%였으며, 연평균 수입은
500만원이하가 61.3%로 대부분이었고, 2001만원이상은 8.7%였다. 건강보험 상태는 지역의료
보험이 46.3%, 직장의료보험이 41.3%, 의료보호 12.4%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일상 활동 정도와 건강상태
연구대상자의 일상 활동 정도와 건강상태에서는 주 1회 이상 외출하는 군이 71.9%, 월 1
회는 28.1%였으며, 사회 및 대인관계 활동을 스스로 한다가 65.0%였다. 최근 2주 이내 질병
으로 진료를 받은 군이 66.9%였고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였다가 55.0%였다. 현재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63.7%였으며 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군이 34.3%, 보건진료소는
20.6%였다. 질병 발생 시 우선 상담자로는 보건진료원이 69.4%, 병원 의사 30.6%로 2/3이
상이 보건진료원을 자신들의 일차건강상담자로 생각하고 있었다<Table 2>.
3. 대상자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만족도는 80점 만점에 평균 67.2±9.04점
이었으며, 세부항목으로 친절성이 25점 만점에 22.7±2.54점, 서비스 질 30점 만점에
25.43±4.22점이었으며 자원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10.23±3.07점으로 나타났다.
요구도는 70점 만점에 평균 52.8±10.32점이었다. 세부항목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도
가 35점 만점에 26.2±5.77점,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에 대한 요구도는 35점 만점에
26.5±5.17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Table 3>.
4.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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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에서는 연령별에 따라서만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즉 사업만족도는 50-64세 군에서 69.2±8.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65세 이상 군이 67.7±8.14점, 40-49세 군이 62.1± 11.03점의 순으로 장․노
년층에서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5.31, p = .006). 세부항목별로는 자원 활용
부분을 제외한 친절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친절성은 65세 이상 군에서 23.3±1.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4세 군 22.8±2.99점,
49세 이하 군 20.5± 4.03점 순으로 나타났다(F = 10.74, p = .001). 서비스 질의 만족도는
50-64세 군에서 26.4±3.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65세 이상 군이 25.2± 4.27점,
49세 이하 군이 23.4±4.62점의 순으로 나타나 이 역시 장․노년층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 = 3.85, p = .023).
요구도는 65세 이상 군에서 54.8±9.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4세 군에서
50.8±11.06점, 49세 이하 군이 48.9±10.80점으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장․노년층에서 더욱
더 높은 사업 요구도를 나타냈다 (F = 4.37, p = .014). 세부항목별로는 기존의 사업을 강
화하는 측면에서 65세 이상 군이 27.7±4.75점, 50-64세 군이 25.0±5.76점, 49세 이하 군은
24.8±5.46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의 사업을 강화시키려는 요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F = 5.83, p = .004), 신규 사업에 대한 요구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그 요구
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5.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일상 활동에 따른 보건의료사업 만족도와 요구도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일상 활동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는 최근 2주 이내 질병 경험
과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의 치료기관과 질병 발생 시 우선 상담자에 따라 조사하였다.
가. 최근 2주 이내 질병 경험 유무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
최근 2주 이내 질병 경험 유무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는 <Table 5-1>과 같다. 보건
의료사업 만족도는 질병이 있었던 군은 68.6±7.86점이었으며 없었던 군은 64.6± 10.64점으로
전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42, p = .008). 세부 항목별로 볼 때, 25점
만점의 친절성에서는 질병을 경험한 군이 23.3±1.95점, 경험하지 않은 군이 21.6±3.72점으로
(t = 2.96, p = .001); 30점 만점의 서비스 질에서도 각각 26.0±3.89점과 24.3±4.91점으로(t =
2.26, p= .015) 나타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역시 질병 경험군에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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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에서는 최근 2주 사이에 질병을 경험한 군에서 54.3±9.83점, 경험하지 않았던 군
이 49.9±10.75점으로 나타나 이 역시 전자의 요구가 더 높았다(t = 2.59, p = .010). 세부항
목별로는 새로운 사업시작에서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기존의 사업을 강화시키는 측면
에서 질병을 경험한 군이 27.4 ±5.01점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군이 24.7±5.49점(t = 3.06, p =
.003) 보다 많아 기존 사업 강화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는 <Table 5-2>와 같다. 즉 만족도의
세부항목인 친절성(t = -2.40, p = .018)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대
상자의 만족도나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 만성질병 치료기관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
대상자의 만성질병 치료기관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는 <Table 5-3>과 같다. 만성질병
의 치료기관이 보건진료소인 군이 70.7± 5.16점이였으며, 보건진료소와 병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 군이 68.6±9.16점, 병원 66.0±8.61점 순으로 나타났다 (F = 4.00, p = .021). 세부항목
인 친절성과 서비스의 질도 보건진료소 이용 군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역시 치료기관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
라. 질병 발생 시 우선 상담자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
질병이 발생 했을 때 우선 상담자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는 <Table 5-4>와 같다. 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건진료원을 우선적인 건강 상담자로 대답한 군이 68.4±
7.95, 기타 64.6±10.77점으로 나타나 질병 발생 시 우선 상담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응답한 군
이 만족도가 더 높았다 (t = 2.18, p = .032).
세부항목 중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우선 상담자로 보건진료원이라고 생각한
군이 26.1 ± 3.51, 기타가 24.0±5.43점으로 나타나 이 역시 질병 발생 시 보건진료원을 우선
상담자로 응답한 군이 점수가 더 높았으며 (t = 2.46, p = .016) 보건의료 사업 요구도에서
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Ⅳ.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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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환경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지역주민의 보건의식의 향상 등으로
설립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원들의 활동내용이 과거와는 달리 고혈
압, 당뇨,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노인들의 퇴행성 질환관리를 위한 물리
요법과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방문간호 목욕시설 운영과 같은 특수 시책 사업의 운영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의 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역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건사업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vans, Martin & Winslow (1998)는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우선적인 결정요
인이 간호서비스라고 하였다.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전체만족도가 높아지며 간호
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 전체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도에 간호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시사한다. 또한 Jatulis, Bundek, Legorreta
(1997)는 미국의 경우, 환자만족은 보험회사의 종류에 있지 않고 진료 약속대로 얼마나 쉽
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있으며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이 의료 성과의 가장 큰 예측 인자라
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보건진료소 이용군과 보건진료원의 서비스를 받아본
군에서 보다 만족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점으로 볼 수 있겠다.
Morris (1997)는 의사나 간호사와의 대인관계가 환자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
하였으며 Bredart (2001)등은 퇴원 2주 후에 실시한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의사나 간호사로부터의 의료정보제공이 제일순위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환자만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Bredart 등, 2001; Evans, Martin &
Winslow, 1998; Jatulis, Bundek, Legorreta, 1997)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만족이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건교육을 실천하고 더불어 진료까지 수행하는 인력이 보건진료원임을 감안 할 때 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바로 우리나라 농촌에서 보건진료원이 수행하는 일차보건 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간호사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내 일차보건센터는 이미 나이팅게일로부터 시작되
었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력은 간호사 이므로 (Hatcher, Scarinzi와
Kreider, 1998) 이러한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민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 시켜줄 시점이
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에서는 65세 이상이 57.5%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문
(2000)의 60대 인구가 50%인 것과 박춘나 등 (2001)의 60대 이상의 인구 50.9%보다 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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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에 가까운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농촌
지역의 인구 분포 현실을 인식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사업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에 시행하게
될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노인의 요양보장서비스와의 연계방안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가구가 33%였는데 김진순 (1998)의 노인 단독가구 비율
19.6%와 이명순 (1999)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30.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보건진료소 지역의 독거가구의 비율이 늘어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인구분포를 고려 해 볼 때 앞으로 이러한
가구의 형태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거가구 구성원을 위한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 사업 역시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1회 이상 외출하는 주민이 71.9%였고, 사회적인 활동과 대인 활동
을 스스로 해결 한다는 비율도 65.0%였다. 이는 5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85.0%인 것을 감
안 해 보면 매우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서는 조
사 시점 2주일을 전후한 기간동안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66.9%로 절반 이상의
대상자에서 최근에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춘나 등 (2001)의 최
근 2주일 이내의 급성질환 경험 29.6%와, 진기남 등(1999)의 23.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간의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위의 연구를 했을 때 보다 노인인구층이 많아
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진기남 등(1999)의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 관할주민만을
국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최근 2주 이내에 질병을 경험한 군에서 그로 인해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군은 본 연구에서 82.2%였고 박춘나 등(2001)의 연구에서는 89.5%로 비슷한
결과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의 일차적인 건강관리기관으로
의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주민에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에 노령화가 진
행될수록 거동상태가 붚편해짐을 감안한다면 이들 농촌노인들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일차
진료서비스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63.7%로 나타났는데 박춘나 등(2001)의 지역주민
대상의 만성질환 유병율 19.2%와 이용문(2000)의 57%보다는 높은 비율이며 노인인구 만성
질환을 조사한 오장균(1991)의 56.4%와 비교 할 때도 더 높았으나 김진순 (1998)과 이명순
(1999)의 70.6%, 77.8%와 비교해 볼 때는 낮은 수준이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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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노인인구일 것으로 추측해 볼 때, 노인인구의 만성질환은 대부분 완치되거나 치
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증을 줄이거나 적정한 건강 수준을 유지해가면서 질병과 함께 생
활해 갈수 있도록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보건진료원의 역할은 미래 농촌인구
를 위해서도 계속 발전시켜가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만성질환의 치료기관으로는 전체 대상자의 34.3%가 병원이었고 보건진료소도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용문(2000)의 보건진료소 40.4%, 이명순 (1999)의
58.4%, 박춘나(2001)의 40.2%보다 낮은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전국국적으로 교통
및 도로여건이 개선된 점도 있고 본 연구대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대도시에 편입된 보건
진료소들이어서 비교적 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근처에 대형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시설
이 많아 의료기관을 선택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 시 가장 우선적인 상담자로는 보건진료원이 69.4%였는데 이
것은 이용문 (2000)의 85.2%보다는 낮았으며 이명순의 54.1%보다는 높았다. 보건진료소의
접근 용이성과 비용의 측면 등의 이유도 보건진료소 이용에 관련하여 본 연구를 비롯한 여
러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순, 1999; 박춘나, 2001; 이용
문, 2000; 김진순, 1998) 그 외에도 보건진료소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질
환의 관리와 질병의 예방 등 포괄적인 건강 센터로서의 역할수행도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들은 보건진료소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80
점 만점에 67.2±9.04점으로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보건진료원들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이용
시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이미 지역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보건진료원들은 공무원보다는 친밀한 이웃의 건강상
담자와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조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
립당시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그 들 만의 고유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요구도는 70점 만점에 52.8±10.32점으로 나타나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건사
업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
료요구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박영희, 2000; 이명순, 1999; 박춘나, 2000; 현영순 1999) 이러
한 의료욕구를 보건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F = 5.31, p
= .006)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이나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보건진료소를 이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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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또한 노인일수록 일상활동 능력이 떨어져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많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겠으나 보건
진료소 관할 주민 중 연령이 낮은 군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진다.
연령별 요구도에서도 연령별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진료소 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 = 4.37, p = .014).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맞물
려 혼자 사는 독거가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갈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돌보아 줄 가족
이 마땅치 않은데다 고령의 노인이 일상활동능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질병에 노출된
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및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사전연구들에서 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구가 단 일차 진료 뿐 아니라 만성질
환의 관리, 물리치료, 건강진단, 방문간호, 순회진료. 오락 및 교양강좌, 운동지도, 목욕사업
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관리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명순, 1999; 박
춘나; 2000. 현영순; 1999).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보건의료요구가 표출되었는데 예컨대 보
건교육과 영양지도, 노인 오락프로그램의 개발, 건강진단과 요실금의 관리, 외롭고 쓸쓸할
때 친구의 역할, 그리고 재활 간호 등으로 앞으로 이들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의 노인
을 위한 보건사업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주이내의 급성질환 유무에 따라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 = 2.42, p = .008) 이는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지역주민에게 심리적으로 안
정감을 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세부항목의 친절
성 (t = 2.96, p = .001)과 서비스의 질 (t = 2.26, p = .015)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들에서 급성질환이 발생하면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질병의
치료가 가장 큰 관심사이므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한 점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의료사업 요구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t = 2.59, p = .010) 세부항목에서도 기존의 사업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 또한 마
찬가지 결과였다 (t = 3.06, p = .003). 질병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 의료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새로운 사업의 요구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강
화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더 유의하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 한 결과이다. 주민의 대다수
가 노령 층 주민임을 감안 할 때 낯선 새로운 것을 곧바로 들여오기 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9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다.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친절성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군에
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40, p = .018). 이점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한 일차보건기관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성질환을 보건진료소에서 치료하기에는 제한
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강화시키고 의약품의 종류를 늘려서 만성질환자들의 편안함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병발생 시 우선상담자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보건진료원이 우선상담자인 군에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18, p = .032).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질병발생 시 우
선상담자는 보건진료원인 것과 일치한다 (이용문, 2000; 이명순, 1999; 박춘나, 2000; 김진순
1998). 위자형과 곽정옥 (1995)은 보건지소의 주민 이용율이 보건기관의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저렴하며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
료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왔으나 점차 시설 및 장비의 부족과 진료시간이 맞지 않다거나,
불친절의 이유 등으로 이용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오히려 상당 수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박영희 외, 2000; 유영숙,
2000)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보건진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긍정
적으로 해왔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 이용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절반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세부항목의 자원 활용 측면 만족도는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설립당시
에는 시설 및 장비의 규모나 수준이 일차보건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건물은 자연적으로 노후 되고 시설이 낙후되게 되었고 보건진료소 내의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 부분 불편한 점이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
라 여겨진다. 보건진료소는 일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이용율이 높
고 매우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 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사회 노령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가므로 지금까지 제공해온 기존 보
건의료 서비스 제공도 더욱 강화해 가면서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 모
색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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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사
업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2003년 7월 G시 관내 10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13,213명의 1.2%인 160명으로 조사기간은 2003
년 7월 14일부터 2003년 8월20일까지 6주간 동안 주로 개별 면접에 의한 조사결과를 SPSS
11.0 PC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보건진료소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0점 만점에 67.2±9.04점이었으며 요구
도는 70점 만점에 52.8±10.3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별 만족도는 50세-64세 군이
69.2±8.81점으로 타군보다 높았으며(F = 5.31, p = .006) 세부 항목별로는 친절성에서 65세
이상 군이(F = 10.74, p = .001) 서비스 질에서 50-64세 군이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F=
3.85, p = .023). 보건사업 요구도는 65세 이상 군이 타군보다 높았으며 (F = 4.37, p = .014)
세부항목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요구보다는 기존 사업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 역시
65세 이상 군이 높았다 (F = 5,83, p = .004).
2. 요인별로 볼 때, 최근 2주 이내 질병을 경험한 군이 68.6±7.86점으로(t = 2.42, p =
.008), 세부항목별로는 친절성,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역시 같은 결과였다(t = 2.96,
p = .001), (t = 2.26, p = .015). 보건 사업 요구도에서도 질병을 경험한 군에서 54.3±9.83점
으 요구가 더 높았다(t = 2.59, p = .010).
3.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만족도와 요구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의 치
료기관에 따른 만족도는 보건진료소가 70.78±5.16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 = 4.00, p =
.021). 또한 질병 발생 시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선적인 상담자로서 보건진료원이 68.4±7.95
점으로 이들과의 상담에 보다 만족하였으며(t = 2.18, p = .032) 요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보건진료소 관할 농촌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보건진료소
를 자신들의 건강문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며 보건진료원이 우선적
인 건강 상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보건진료소사업에 대한 만족 및 요
구정도가 더 높아 앞으로 농촌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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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보건진료소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노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일차 건강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보건진료원들의 직무교육
이 필요하다.
3. 농촌주민의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 건강증진 및 노인요양
보장제도와의 연계성 있는 보건진료소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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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atisfaction and the need on
primary

health

care(PHC)

services

among

rural

people

in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CHP) post area. Method: The subjects were 160 people lived at 16 CHP
post areas in G city. Study instrument for satisfaction was developed 5-point 16-items
and for need 14-items summated scal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during July
14th to August 20th, 2003. and analyzed using SPSS 11.0. Result: Service satisfaction on
PHC services was 67.2 out of 80-points and was significant higher in 50s and older age
groups(F = 5.31, p =. 006); in the group of having acute ailments(t = 2.24, p =. 008) and
in those who regarded CHP as their primary health counselor(t = 2.18, p =. 032). The
need of PHC services was 52.8 out of 70 point and was also higher in the age of over
65(F = 4.37, p = .014); in the group of having acute ailments(t = 2.59, p = .010).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s concluded that rural people counted
CHP for primary health counselor, and regarded CHP post as the most accessible and
available facility when they had any health problems.

key words: primary health car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atisfactio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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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s of the Subject (n = 160)
N(%)
Gender

male
female

74(46.2)
86(53.8)

Age(yrs)

≦49
50~64
65≦

24(15.0)
44(27.5)
92(57.5)

Households living with

alone
spouse
spouse+children+parents
spouse+children
children

33(20.6)
72(45.0)
24(15.0)
21(13.1)
10( 6.3)

Occupation

agriculture
commerce
housewife
others

Annual Income
(ten thousands won)

Less than 500
501~1,000
1,001~2,000
more than 2001

98(61.3)
37(23.1)
11( 6.9)
14( 8.7)

Health Insurance

self-employed
salaried man
medical aids

74(46.3)
66(41.3)
20(12.4)

116(72.5)
20(12.5)
3( 1.9)
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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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ily Activities & Conditions of the Subjects (n = 160)
N(%)

C

Frequency of going out

daily
2~3/week
once a week
once a month

25(15.6)
46(28.8)
44(27.5)
45(28.1)

Resources of daily activities
for social life

self-helped
helped by spouse/family
helped by neighbors
helped by others

104(65.0)
42(26.3)
4( 2.5)
10( 6.2)

Experience of any ailments
within 2weeks

have
have not any

107(66.9)
53(33.1)

Visiting CHP post due to
the ailments

visited
not visited

88(55.0)
19(11.9)

Chronic conditions

have
have not any

Care facilities for the chronic
conditions

have not conditions
hospital, clinics etc.
CHP post
others(Health Center, etc)

Primary health counselor

CHP
111(69.4)
others
49(30.6)
(physician, herbal Dr., etc.)

* HP :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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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7)
58(36.3)
58(36.3)
55(34.3)
33(20.6)
14( 8.8)

<Table 3> Health Service Satisfaction & Need of the Subjects
M±SD
Satisfaction
Kindness
Quality of Services
Utilization of resources
Need
Initiation new health services
Strengthening current health services

67.2±9.04
22.7±2.54
25.43±4.22
10.23±3.07
52.8±10.32
26.2±5.77
26.5±5.17

<Table 4> Health Service Satisfaction & Need According to the Age
≦49

50~64

65

(n = 24)
M±SD

(n = 44)
M±SD

(n = 92)
M±SD

Satisfaction
62.1±11.03
Kindness
20.5±4.03
Quality of services
23.4±4.62
Utilization of resources
9.8±2.84

69.2±8.81
22.8±2.99
26.4± 3.84
10.8±2.84

67.7±8.14
5.31 .006
23.3±1.85 10.74 .001
25.2±4.27
3.85 .023
10.1±3.21
1.14 .320

Need
Initiation new
health services
Strengthening
current H. services

48.9±10.80
24.0±6.04

50.8±11.06
25.8±6.17

54.8±9.44
27.0±5.48

4.37 .014
2.70 .070

24.8±5.46

25.0±5.76

27.7±4.75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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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004

<Table 5-1> Health Service Satisfaction & Ne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any ailments within 2weeks of the Subjects
have(n = 107) have not(n = 53)
M±SD
M±SD
Satisfaction
Kindness
Quality of services
Utilization of resources
Need
Initiation new health
services
Strengthening current
health services

p

t

68.6±7.86
23.3±1.95
26.0±3.89
10.2±3.10
54.3±9.83
26.8±5.62

64.6±10.64
21.6±3.72
24.3±4.91
10.3±3.02
49.9±10.75
25.1±6.08

2.42
2.96
2.26
-.11
2.59
1.81

.008
.001
.015
.909
.010
.071

27.4±5.01

24.7±5.49

3.06

.003

<Table 5-2> Health Service Satisfaction & Need according to Chronic
Conditions of the Subjects
have(n = 102) have not(n = 58)
M±SD
M±SD

t

p

Satisfaction

66.0±10.67

67.9±7.97

-1.19

.237

Kindness

22.0±3.43

23.2±2.23

-2.40

.018

Quality of services

24.6±5.09

25.9±3.72

-1.62

.108

Utilization of resources

10.6±3.07

10.0±3.06

1.02

.310

52.2±11.80

53.2±9.45

-.56

.576

Initiation new health

26.0±6.40

26.4±5.50

-.44

.657

services
Strengthening current
health services

26.0±5.93

26.7±4.94

-.67

.500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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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Health Service Satisfaction & Need according for Care
Facilities for the Diseases

Satisfaction
Kindness
Quality of services
Utilization of resources
Need
Initiation new
health services
Strengthening current
H. services

CHPpost

clinics

Others

(n = 33)
M±SD

(n = 55)
M±SD

(n = 14)
M±SD

F

70.7±5.16
23.9±1.34
27.0±2.41
10.7±2.90
52.8±8.09
26.1±4.79

66.0±8.61
22.8±2.43
25.1±4.31
9.6±2.90
53.1±10.42
26.1±6.06

68.6±9.16
23.1±2.77
26.0±3.26
10.0±3.77
54.5±9.26
28.0±4.90

4.00
2.76
2.77
1.45
.15
.09

.021
.068
.067
.238
.854
.912

26.6±4.37

26.9±5.21

26.4±5.61

.73

.484

p

<Table 5-4> Health Service Satisfaction & Need according to
the primary Health counselor
Satisfaction
Kindness
Quality of services
Utilization of resources
Need
Initiation new health
services
Strengthening current
health services

CHP(n = 111)
M±SD

Others(n = 49)
M±SD

t

68.4±7.95
23.0±2.62
26.1±3.51
10.1±3.01
52.3±10.21
25.9±5.84

64.6±10.77
22.2±3.03
24.0±5.43
10.4±3.22
53.9±10.60
27.0±5.76

2.18
1.69
2.46
.37
.73
.89

.032
.091
.016
.618
.386
.310

26.4±5.24

26.9±5.49

.46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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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