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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가 강조된 것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참여는 사회의 문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정부와 시장중심의 해결방식이 한계를 보이며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최근의 참여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이뤄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늘어나고 목표로 하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그 

형태나 방식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민참여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크게 주민의 

역량 문제나 참여 제도의 미흡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새로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음에도 주민참여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공공조직의 직원을 대상을 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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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참여의 의미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재 보건소 직원들의 참여 수용성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인식하는 참여의 중요성과 활성화 요인을 통해 참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참여형 보건지소 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인식을 보는 

연구로, 현상을 수량화하는 양적 연구보다 개인의 경험 및 인식을 알아보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참여형 보건지소를 통해 참여에 대한 인식이 직원과 주민 

모두에게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원들의 경우 주민들으 

참여를 통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주민들 또한 자신의 의견이 직접 반영됨을 경험하면서 공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참여 수용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의 변화 및 주민과의 신뢰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조직 전체의 참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조직의 

문화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보건소, 주민참여, 공무원, 참여형 보건소, 참여 수용성 

학   번 : 2013-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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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시민참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행에 있어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참여는 사회의 

문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와 시장 중심의 기존 해결 

방식이 그 한계를 보이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박천오, 2002). 또한 전반적인 사회 발전으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나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증가하며 참여의 필요성이 더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보건의료 환경과 질병양상의 변화로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욕구가 늘어나며 전문가나 해당 기관의 관료 중심이 아닌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좀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용익 1992,  조병희 2006).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결정은 

개개인의 건강이나 생명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극히 

드물었다(김봉철, 2013).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1978 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시민참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 수립이 자치단체의 필수 업무가 되며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부터 최근 추진된 참여형 

보건지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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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2013). 그러나  하지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민참여는 아직까지 형식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정부의 목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시민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Dedeu 2010, 

김봉철 2013). 시민참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던 이유로 많은 

연구들은 주민의 인식이나 역량의 부족 또는 미흡한 주민참여 제도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정부 관료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 또한 새로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박천오 2002, 김하나 2009).  

 

이러한 정부 관료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나라 공공조직이 오랜기간 

갖고 있던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상당히 생소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의견보다는 전형적인 관 위주나 법규에 

기반하여 기계적으로 일 처리하는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박천오, 2002) 

정부가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조직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참여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주민참여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은 필수적인 요소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장인봉, 2013). 따라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참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참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같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쳤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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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부터 보고자 하며 

지금까지의 참여사업과 참여형 보건지소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 담당자들의 경험을 통해 이해된 주민참여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재 보건소 직원들의 참여 수용성의 

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인식하는 중요성과 필요요인을 통해 

이후 참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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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보건소 직원들

이 갖고 있는 주민참여의 의미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보건소

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중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참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2.  보건소 직원들이 느끼는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보건소 직원이 생각하는 보건소의 주민참여의 전망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참여사업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을 통해 기존의 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과연 직원들이 참여형 보건지소

와 같은 높은 수준의 참여 업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부분을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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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참여의 개념은 하나의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 보다는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참여는 ‘public 

participation’으로 주민참여 보다는 시민참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

참여는‘시민’과 ‘참여’ 라는 개념이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Kings et al.(1998)

에 따르면, 시민은 ‘public, citizen, consumer, layperson, service user’그리

고 ‘patient’와 같은 단어들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participation는 

‘involvement, engagement’와 같이 쓰이고 있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시민참여의 정의는 정부의 제도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

정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 과정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권순만 외 2012).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민참여는‘한 지역 또는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

나 정책의 전략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Florin & Dixon, 2004). 즉, 미래에 제공될 보건 서비스의 기획, 전달 및 

평가등 사업추진 전과정에 시민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이 시민참여인 것이

다. 시민참여는 보건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환자참여’와는 차별되는 것으

로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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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는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김용익(1992)

에 의하면 주민참여의 개념은 지역사회개발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으로 본다. Mannarini et al.(2010)에 의하면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그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이 직

접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보건의료 서비스

를 디자인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단순히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Kahssay & Oakley, 1999). 

PAHO(1984)에 의하면 주민참여는 주민의 관심사와 연관된 프로그램이나 활

동에 지역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시민이 정보에 대해 갖는 

권한과 기회이며 정부의 결정에 동의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Tenneille, 2005),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책이 많은 초기 단계에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주민참여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 가

능한데 첫째, 어떤 행위나 결정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의 건강에 대

한 자부심 및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둘째 사용 가능한 자원을 주민들

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 충족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Kahssay & 

Oakley, 1999). 이외에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 및 주민에 대한 더 많

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좀 더 비용효과적인 보

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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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원진, 2011).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참여형 보건지

소 직원들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의 의미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주민참여의 단계 및 유형 

주민참여의 단계를 설명하는 많은 모형 중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Arnstein(1969)의 사다리 유형론이다. 이 모형은 참여의 단계를 정책결정과

정에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 크게 3개로 나누고, 각 단계에 속하는 세부적인 주

민참여 유형을 제시하였다. 사다리 유형론에서 가장 낮은 주민참여의 수준은 

‘조작과 치료’단계로, 이 단계의 실질적 목적은 시민을 의사결정과정에 참

여시키는 것이 아닌 시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비참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간 수준은 ‘정보제공, 상담, 회유’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

이 어느 정도의 반응만을 보이는 즉, 형식적인 참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는 참여의 수준이 가장 높은 ‘시민권력’단계로, 협력, 권력이양 

및 시민통제와 같이 시민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재략을 

행사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다리 유형론 이외에도 참여의 수준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

는데, PAHO(1984)또한 참여의 수준을 크게 3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첫 번째

는 주민이 단순히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진정한 참여가 이뤄진

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외부기관 또는 원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업에 

주민이 협조를 하는 것이며, 마지막 참여의 수준은 주민이 사업의 계획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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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마지막 단계의 경우 주민들이 적극적으

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하며 일정 수준의 책임성 및 주

도권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성옥 & 송건용, 1998).  

 

Rifkin(1995)는 주민참여를 두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 계획자나 전문가가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고 

지역사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

는 행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target-oriented frame’이다. 두 번째는 지역주

민들이 스스로 우선순위나 자원의 배분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

해 주는 것으로, 주민이 어떠한 결정을 한 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empowerment frame’이다. 이 두 프레임의 가장 큰 차이는 앞서 말한 프레

임이 특정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뒤에 말한 

empowerment frame의 경우 자원배분의 형평성 강조를 통해 좀 더 넓은 의미 

즉, 지역 전반의 건강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을 사회 변화와 

향상의 주체로 본다. 이러한 두 차원으로 주민참여를 나누는 것은 

Morgon(2001)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를 크게 

utilitarian 과 empowerment로 나누고 있는데, Utilitarian의 경우 정부나 그 기

관이 주민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지역 내에 자원을 이용하여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협력’으로도 

정의 내려질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 또는 기관이 설득, 인센티브 또는 동의 하

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mpowerment는 앞

서 말한 Rifkin(1995)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그들의 건강문

제 또는 개발에 관련된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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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분야의 주민참여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주민참여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일차보건의

료가 공식화되며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보건의

료분야의 주요 업무가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으로 변화하면서 주민참여는 지

역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

날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기대를 충족시키

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Wait & Nolte, 2006).  

 

주민참여는 개인의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삶을 조성하는데 

있어 영향력이 가장 강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ayne(2001)에 따르면 

공공보건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주민참여는 프로젝트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보건분야에서 이뤄지는 주민참여를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나 제공 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에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연합하여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형태 그리고 개별적 주

민이 직접적으로 정책의사결정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민참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

작은 기존의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사업방식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지

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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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각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알맞는 해결책을 제

공하는 것이 중심 업무가 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하나 2010, Mannarini et al. 2010).  

 

우리나라 보건소의 경우 점차 업무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변하

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효과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건사업

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 강조

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뤄지지 않는 개인의 동기부여 문제를 극

복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상황에 적합한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취약계층이나 소수집단의 의견 반영을 통한각 지역에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유승현, 2012).   

 

보건소에서 이뤄진 또 다른 주민참여 사례는 건강도시 또는 건강마을 사업

으로 앞서말한 건강증진과 연관되어 있다. 건강도시는 경제성장과 의료 기술

의 발달 및 고령화로 인해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 및 다양한 집단의 건강에 관

심을 가지게 되면 시작되었다. 건강도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

을 갖고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행위를 기본으로 하며, 개별적인 시민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부문 또는 집단간의 협조와 파트너쉽 형성 그리고 적극

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김진희, 2004). 건강도시는 보건과 의료의 영역을 넘

어 삶 전체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건강증진보

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건강도시 사업으로는 강

북구, 강동구, 구로구의 건강마을 사업이 있으며, 지역 주민과 주민활동가, 민

간단체 및 보건소가 함께 협력하여 각 지역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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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을 조직화 하는데 사업의 초점이 맞

춰져 있다(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75개 

도시, 서울시의 경우 총 19개의 자치구가 건강도시에 가입해있으며, 주민 및 

민간단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건강도시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소통과 협

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넓은 의미에서의 주민보다는 기존의 주민 

단체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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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수용성 

공조직에서의 참여 수용성은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 당위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의미한다(King & Stivers 2001 ;박천오, 2002 재인용). 공무

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정과 장려의 정도에 따라 참여의 활성화가 정해진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 수용성에 배경이 된 연구로는 McNair et 

al.(1983)이 있는데, 이들은 주민과 공조직의 상호성 수준을 통해 참여 수용성

의 정도를 설명하고자 했다. 상호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총 6가지로 1) 

시민에게 기대된 역할, 2) 자원의 배분, 3) 독립적 참여자의 선정, 4) 의사결정 

과정의 개입, 5) 정기적 만남의 빈도 그리고 6) 고위층에의 접근 등이 있으며, 

이 6 가지의 지표를 통해 공무원들의 참여에 대한 노력정도를 볼 수 있다고 말

한다. 주민과 정부의 상호성은 공무원의 참여 수용성과 비슷한 의미로 각 지표

의 상호성 정도가 높을수록 참여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기

대되는 역할은 공무원이 주민으로부터 기대하는 역할의 정도에 따라 참여의 

수용성이 달라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수록 높은 참여 수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지표들도 비슷한 개념으로 공무원이 참여를 위한 

자원 배분을 많이 하고, 넓은 범위의 주민이 참여자로 선정되고, 더 깊은 정도

의 정책과정에 개입, 정기적인 주민과의 접촉이 이뤄질수록 정부와 주민의 상

호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참여 수용성또한 높다고 보고 있다

(McNair et al. 1983). 즉, 참여 수용성은 주민과 권력을 공유하자는 공무원들

의 생각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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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  

1)  보건소 업무 및 기능의 변화 

우리나라의 보건소는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며 공식화되었다. 초기의 

보건소 업무는‘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 방지에 관한 사항’

(법률 406호) 등으로 전염병의 관리와 질병예방과 같은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1958년에 보건소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1962년 보건소법의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기 시

작하였다. 1980년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을 통해 무의촌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인력 배치가 이뤄졌으며, 1995년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

로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보건법을 통해 보건소의 주요 사업 범위가 이전과 달

리 건강증진,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사업들로 변화하기 시작하였

으며, 건강증진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보건소의 기능은 전염병 발생 예방이나 

진료등이 아닌 지역사회 및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역할로 변하게 되었다.  

 

현재 보건소가 수행하는 사업은 총 16가지로, 국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관리 및 지역 주민의 의료향상과 증진 등이 이

에 속한다. 보건소의 기능은 고령화, 질병양상의 변화 및 인구 감소 등에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예방과 증진이 강조되면서 건강생활실천 사업들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

고 있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시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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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

다.  

2)  보건소의 조직 유형 

우리나라의 보건소 유형은 크게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등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보건소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보건법 제 7조에 따라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설치가 가능하며 업무는 지

방자치단체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운영되게 된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의해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건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 보건지소의 본래 목적은 예방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에게 보건 개

념을 알리고 무의촌을 해소하는데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는 1981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의사

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

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있었다.  

  

기존의 보건지소는 농촌의 읍면지역에만 설치되었던 것으로 본래의 목적

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모든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하

지만 참여정부(2004)와 함께 도시지역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건강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주로 건강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형 보건지소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지소를 설치하여 공공의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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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화하고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2004년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며 시작

되었으며, 2007년에야 비로소 정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13년을 기준으로 서

울시에 20개, 전국에 총 38개소의 설치지원이 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는 

‘건강서울 36.5’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자치구 및 동별 건강격차 

및 취약계층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모형 개

발 및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를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김계현, 

2012).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모형은 ‘표준형’과 ‘참여형’ 모델로 이뤄져 

있는데 두 모형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표> 1 표준형 보건지소와 참여형 보건지소의 차이 

구분 표준형 보건지소 참여형 보건지소 

관련근거 지역보건법 제 10조 

제 35대 시장 공약사항 도시보건

지소 확충 

 

사업내용 핵심사업 2개 

선택사업 2가지 이상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사업 

1-2가지 선택 

진료여부 만성질환, 재활보건 등 핵심사업과 

연계된 필수진료 수행가능(진료행

위 지양) 

필수진료 수행가능 

(진료행위 지양) 

인력구성 15~20내외(최소 4인이상) 5명 내외(최소 4인이상) 

면적기준 330m2(100평)이상 230m2(70평)이상 

예산지원 시설비 시비 15억원내(별도 구비

예산 확보하여 추진) 

운영비 시비 1억원 내 

시설비 시비 7억원내(별도 

구비예산 확보하여 추진) 

운영비 시비 1억원내 

(서울정보소통광장 보건지소 확충지원 2014) 

 

표준형 보건지소는 보건소보다 작은 규모로, 시에서 지정한 핵심사업 2가

지와 선택사업 2가지 이상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참여형 보건지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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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지금까지의 보건소나 보건

지소와 달리 해당 지역의 건강문제, 주민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극

적인 주민참여를 토대로 사업을 구상 및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시 보건의

료정책과, 2013).  

 

표준형 보건지소와 참여형 보건지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형의 경우 기

존에 있는 사업들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시하는 요구

나 필요를 기반으로 업무의 내용 및 방향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지역 및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내 주민활동가 또는 주민 리더를 양성하여 

스스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

의 참여사업과는 차이를 갖게 된다. 건강도시나 건강마을 사업에서도 건강리

더의 중요성이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어왔

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있던 단체나 동아리 및 주민조직을 동원하는 수준

이었으며, 개별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 진행이 이뤄진 경우는 극히 드물

었다. 이러한 면에서 참여형 보건지소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주민 

참여의 수준과는 달리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누

릴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의 참여사

업에 비해 새로운 업무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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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주민참여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참여의 실태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

들로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되기보다는 다른 행정 분야를 다룬 연구가 주로 이

뤄졌다. 대부분의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서 이뤄지고 있는 참여의 수준

과 장애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 또는 논의하고 있었다.  

 

King et al.(1998)은 연구를 통해 행정분야에서 진정한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이 시민참여의 중요

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현실화는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은 공무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부

터 비롯된 것으로, 참여가 비효율적이고 업무수행을 늦추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시민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

육제공을 통한 역량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무원들도 참여에 대한 교육을 받

아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연구가 이

뤄졌는데, 안영철(2013, 석사학위 논문)은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

주의적인 조직 특성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 

참여의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과 제도 및 참여자인 주민의 의식변

화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의 경우 일방적으로 통

치하는 역할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간의 협력과 협조를 유도하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보건의료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를 보면, 김용익(1992)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주민참여를 정리하며, 주민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의 역량 강화만으로 일어날 수 없

으며, 정치적 또는 문화적 지원과 공공기관 관료들의 활동방식의 재설정이 있

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전략의 모색과 

주민참여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조직내부 관계자들의 참여 수용성의 중요성

도 함께 강조하였다.  

 

김봉철(2013)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형성에서의 참여의 원리 및 역할

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사회구성원인 주민

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

뤄지기 위해 법적으로 참여의 수단이나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옥 & 송건용(1998)의 연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

여가 이뤄지는 통로의 유형을 파악하고 활용도를 보았는데, 연구 결과, 이전의 

참여 방식에 비해 주민참여의 형태가 다양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대부분 설문지를 통한 주민참여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참여 형

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 또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다양한 참여 통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

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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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희(2010)는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현재 건

강증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였다. 건강증진 사업이 제

대로 실천되지 않는 이유로 보건소의 조직 및 업무 수행의 특성 및 의료보험제

도 도입이후 주민의 관심이 지역보건사업보다는 병원이용과 같은 의료서비스

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참된 건강증진의 실천을 위해서 지역사회

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직화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에 형성된 지역의 조직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본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대

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참여도, 건강증진사업이 나아가

야 할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었다(이태화 외. 2005; 이주열, 2007, 유

승현, 2012).  

 

Conklin et al.(2012)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해 논의하며 보

건의료에서의 시민참여는 보건시스템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보

건의료 분야의 시민의 참여활동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으며, 결

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나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연구는 참여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참여제도의 문제점

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한 경우가 많았다. 선행연구를 보면 지금까지 우

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또는 주민참여의 가치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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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으로 참여제도의 미흡 및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의 부족을 뽑아 왔으며, 

이외에도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권위주의적 겅권을 통해 형성된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과 시민에 대한 우월감도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이승종, 2006; 박종

관, 2011; 류영아, 2013, 박천오, 2002). 주민참여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

하고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보건의료 

분야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주민참여에

서의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천오(2002)는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의 수용성을 진단하고자 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참여를 통해 정

책과정에서 필요한 대안을 얻기보다는 시민의 반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무

원과의 접촉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이론적 장치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

다도 공무원과 시민 모두 성숙된 의식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김하나(2009,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는 서울시 25개구 구청 소속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로서, 실질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공무원의 신뢰성향, 시민의 이기성과 

능력 및 참여제도의 효과성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 시민참여

의 경험 여부에 따라 참여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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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집단일수록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민정 등(2013)은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효과성 인식과 참

여에 대한 태도 및 공직봉사동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

고자 하는 노력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만

이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민에게 적극적으

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기회를 높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것 외에도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 봉사 및 책임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연구 신뢰를 다룬 연구를 찾아볼 수 있

었는데, Yang(2005)은 32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시민에 대한 신뢰

가 참여사업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

면 시민에 대한 신뢰는 시민참여 사업 구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러한 신뢰가 결여된 상태일 경우 효과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가 이뤄

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신뢰의 경향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

으나, 이는 정부가 이러한 경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지

역사회 전반에 참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하는 경향

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의 수준

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식이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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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공무원들의 참여에 대

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보건의료 분야의 참여사업 담당

자들의 경험을 통해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요인과 이 후 다른 직원들의 

참여에 대한 참여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며, 참여형 

보건지소가 기존의 참여사업과 갖는 차이점과 기여도를 보고 앞으로의 보건

소의 주민참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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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연구 참여자 선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목적은 참여형 보건지소 업무 담당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개인

적인 인식을 보는 연구로, 현상을 수량화하는 양적 연구보다 개인의 경험 및 

생각을 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를 밝혀내고자 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이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한 인식 및 생각을 탐색하는데 적합하다(Bryman, 2011).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심층 인터뷰 당시 작성한 메모도 같이 사용되었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 

문항들은 선행연구 검토 및 보건소에서 참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보건 분야에서의 주민참여를 다룬 많

은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인

터뷰 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무엇을 위해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

고 우리나라의 보건소 특성에서 주민참여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지 

등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분들 중, 특히 참여형 보건지소에서의 주민참여를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무엇을 위해 주민참여가 계속적으로 강조된다고 생각하는지, 경험을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와 같이 단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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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는 알아볼 수 없는 부분으로 이번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보고자 하였다

(김성옥 & 송건용, 1998; 이승종, 2006; 권순만 외, 2012; 서울시 공공의료지

원단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참여형 보건지소와 같은 업무의 경우 직원들은 참여의 또 다른 운영 주체로, 

그들의 인식과 태도는 주민참여 활성화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참여형 보건지소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을 만나는 경우 직원들의 의견은 

주민참여 활성화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 동의를 받은 연구 참여자 12명을 대상으로 2015년 3

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메일과 전화를 통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가 소

요되었으며,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해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이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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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이번 연구 주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참여자 집

단을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우선적으

로 연구 참여 대상 자치구의 선정은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서울시에서 강조

하고 있는 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2개 자치구와 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도시나 건강증진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 2개의 자치구를 선정하였다. 일반 보건소의 경우 2012년 서울시 

보건소 설문조사 문항 중 주민참여에 관련된 문항들을 대조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3개의 보건소 중 현재 주민참여 사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2

개의 자치구를 최종 인터뷰 대상 자치구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진행할 대상 자치구가 선정된 이후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는 연구 대상 자치구에서 현재 주민참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로 제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 후 심층 인터뷰의 주제는 

메일을 통해 각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며, 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주

제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2명의 인터뷰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12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8명은현재 참여형 보건지소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으며 참여형 보건지소의 주민참여와 이전의 보

건소 주민참여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 4명의 일반 보건소 직원을 인터뷰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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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재 진행중인 참여 사업을 

담당한지 1년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형 보건지소 직원들의 대부분은 

참여 사업에 대한 경력이 없었다. 주민참여 사업을 담당한 기간이 다소 짧긴하

지만 참여형 보건지소가 갖는 특수성이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 수용성

을 탐색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근무경력 현 업무경력 참여사업 보건소 

참여자 경험 조직유형 

J2 1-3년 이하 1년 미만 X  

 

 

 

참여형 

보건지소 

J3 1-3년 이하 1-3년 이하 X 

J4 10-15년 이 1년 미만 X 

하 

J5 1-3년 이하 1-3년 이하 X 

J6 20-24년 이 1-3년 이하 O 

하 

G2 10-15년 이 1년 미만 X 

하 

G3 25년이상 1년 미만 O 

G4 1년 미만 1년 미만 X 

K1 25년 이상 1-3년 이하 O  

 

일반  

보건소 

K2 20-24년 이 1년 미만 O 

하 

S1 20-24년 이 1-3년 이하 O 

하 

S2 10-15년 이 1년 미만 O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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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타당도 및 연구 윤리 

본 연구의 심층 면접에 앞서 주민참여에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에서 이뤄진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과연 주민참

여형 보건지소가 기존의 참여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자 하는 바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토대로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

민참여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맞게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 수용성이 어

느 정도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

터뷰를 진행하기 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보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4-5명

을 미리 인터뷰를 해 본 후 이해하기 애매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보건소 및 다른 공공기관의 주민참여 사

업을 진행해 온 주민활동전문가를 만나 연구 주제와 문항에 대해 설명한 후 받

은 조언을 통해 다시한번 질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여형 

보건지소라는 사업의 운영 주체로써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에 윤리적 문제

를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로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를 고려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고 통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 심사를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참여

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모든 심층 면접은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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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뤄졌다. 모든 심층 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

된 파일은 추후 전사 작업에 사용되었다.  

2.  심층 면접 내용 

심층 인터뷰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보고자 한 연구 문제는 참여형 

보건지소에서의 주민참여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서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직원들의 인식과 태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심층 면접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직원들이 생각하는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  무엇이 주민참여라고 생각하시나요? 

-  어떠한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전의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러한 차이점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요? 

 

2.  보건소 직원들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의 필요요인은 무엇이며 왜 그렇

게 생각하는가? 

-  지금의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러한 수준까지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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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해

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주민참여가 확대 또는 활성화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

분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  보건소 직원이 생각하는 보건소의 주민참여의 전망은 어떠한가? 

-  주민참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  이러한 참여가 어떻게 이뤄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나요? 

 

위에 언급된 면접 문항들을 기준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심층 인

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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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1)  전사 작업 

전사 작업은 질적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문

서화하여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인터뷰를 연구 참

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전사 작업이 진행되었

다. 모든 전사 작업은 심층 인터뷰가 끝난 후 1주일 이내로 이루어졌다. 모든 

전사 파일은 면접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2)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개방코딩의 방식으로 연

구 자료를 분석하였다(조홍식 외. 2010,재인용). 개방코딩이란 연구 자료를 펼

쳐 의미 있는 개념들을 발견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를 시켜주는 것

이다. 개방코딩 과정은 여러개로 나뉠 수 있는데, 한 줄씩 분석해 가는 행간 분

석방법, 문장이나 단락을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자료에 질문을 던져가며 유사

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김영천, 2013).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가 끝난 후 전사 작업을 통해 문서화된 인터뷰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반복하여 읽은 후 본 연구와 연관되어 있

다고 생각되는 의미 있는 문장 및 단락들을 추출하고 코딩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우선적으로 여러번 문서화된 자료를 읽은 후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

각된 문장에 줄을 긋는 세그멘팅 작업을 실시하였다. 세그멘팅 작업이 끝난 후 

구분된 문장들을 하나하나 단어장에 기록하여 비슷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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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중 

연구의 주제나 중심 문항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가장 먼저 분

류하고 범주화 했으며, 이것 이외에 의미있다고 생각되거나 여러차례 반복적

으로 나타난 문장이나 내용들은 여러차례 다양한 조합을 해보면서 분류하고 

범주화 하였다. 이렇게 범주화된 자료들은 연구 주제나 목적을 고려하여 다시 

범주를 묶거 보거나 더 높은 차원의 범주를 찾는 등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생성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

록 노력하였다.  

 

<표> 3 코딩작업의 예시 

개념 하위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단순히 보건소의 서비스

를 이용하는 사람, 보건소

를 방문하는 사람, 제공되

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

람. 

단순 사업 

대상자 

 

 

참여형 보건지소 

담당 이전 

 

 

 

 

 

 

 

 

 

주민에 대한 

정의 /인식 

 

 

 

 

 

 

 

 

 

아는 지식이 없음, 보건에 

대한 관심이 없음 

역량 부족 

생각지 못한 부분을 깨닫

게 해주는 사람, 실질적 해

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이디어 뱅크 

사업 조언자  

 

 

 

 

참여형 보건지소 

담당 이후 

건강 관리의 주체,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를 위한 

열쇠 

사업의 주체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 어느정도 역할을 분

담해서 협력하는 관계. 

사업 협력자

 

<표 3> 의 주민의 정의는 연구 질문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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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나타내는 의미들을 면접내용에서 추출한 것

으로, 크게 사업이전과 사업이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는 인터뷰에서 의미있다고 생각되거나 연구의 주제나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

는 문장이나 단락을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묶어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하

위 개념을 찾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범주를 묶어 의미를 도출하고자 노력

하였다. 또한 참여형 보건지소와 일반 보건소의 주민참여 사업의 차이점을 분

명하게 보기 위해서 코드 또는 범주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그 빈도를 측정

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조홍식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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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주제별 분석 결과 

1)  주민참여 의미의 변화 

주민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정부 관료들은 대체로 주민을 단순히 사

업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조병희 2010, 김보경 2011; 서울시공공의료

지원단 &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3).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참여형 보건지소 

업무담당 이전에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주민은 보통 이제...제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그 분들은 받는 사람...이런 이

미지가 강했어요...” – G5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 같아요.” – 

J4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었죠...” 

– J5 

 

이전의 보건소 사업에 있어 주민은 제공되는 서비스나 교육을 받는 사람 정

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단순히 사업의 수혜자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능

력이 없으며 정부 사업에 무관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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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은 그냥...아는 지식도 없고,(보건사업)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 G5 

 

“주민들은… 음… 이 사업 전에는 크게 뭔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건 없고… 

교육을 제공을 해줘도 그게 자신한테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받는 사람들…”

- J2 

 

이렇듯 직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에 대한 인식은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을 모르고 있거나 무능력과 같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참여형 보건지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

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주민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나름의 

해결책도 가지고 있고...–J2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게 방향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해결점까지 찾아주시구요...” – G3 

 

“주민들은…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해야하나?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 G4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에게 주민이란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지역사회

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보여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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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부분으로 참여사업의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던 주민이 참여형 보건

지소에서는 생각의 전환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도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한 연구 참여자는 주민을 의견교류를 통해 함께 사

업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업을 논의를 할 때 주민들하고 함께해서 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가능하면 역할까지도 나눠가지려고 하고 있어...“ – J6 

  

보건소 직원들의 인식은 주민참여 그 자체에 대한 정의에서도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참여형 보건지소 이전에는 주민참여 자체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주민참여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그러니까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있었던 과에서는 그런게 적용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여서 여기 발령 

났을 때도... 그래서 좀 생소한 의미이긴 했거든요....”- J4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때는... 주민참여 그게 뭐지?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가보다...라고 생각했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좀 막연하게… ”- G5 

 

다양한 참여사업이 보건소에서 수년간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참여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도시와 같

은 참여 관련 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참여를 생소하게 느끼

고 있었으나 경험이 있는 직원의 경우 현 업무에서 이뤄지는 적극적인 주민 참

여를 크게 낯설어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느끼는 이생소함이나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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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우리나라 보건소의 특성상 지금까지의 업무가 일정한 틀안에서 반복적으

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민참여는) 지침사업이 아닌데... 다른거는(다른 업무는)… 지침이 거의 변

함없이 반복되는 사업들이에요.. 법정업무나 이런...‘ – G3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보면 정해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무였잖아

요...그리고 그냥 검사 위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 J2 

 

“... 기존에 제가 뭐 위생과에 있을 때나 의약과에 있을 때는 보통 법정업무가... 

딱 법의 잣대로 집행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건 처음부터 다 새로해야 되

니까...“ – J4 

 

“보통 이제 모든 보건소는 뭘 하든지... 모든 프로그램이 셋팅이 된 후에 주민들

을 참여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참여형은 그런게 아니라…”-

G5 

   

보건소 직원들의 참여에 대해 인식이 낮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보

건소 업무가 정해진 지침과 규율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기존의 참여사업또

한 어느정도 정해진 틀안에서 운영되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반으로 하

기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기존의 참여

사업의 경우 업무의 비담당자 입장에서는 수행 형태나 과정에서 다른 보건사

업과 큰 차이의 보이지 않아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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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점차 이해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을 계속 만나는 

거에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수집

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윤곽이 들어나면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요... 뭐 시간대는 괜찮겠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 G5 

 

“ 주민 동원하기나 일방적인 행정력....또는 선물주기 뭐 이런 것으로 주민참

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할 때... 진정한 주

민 이해관계와 연관되어져 주민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J5 

 

“말 그대로 주민의 참여, 주민의 요구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 속에서도 계속(주민의 필요성에 의해) 변화할 수 있고 그런게....” – 

G3 

 

“주민참여는 뭐...모든 자기네들의 문제를 자기네가 결정하고, 자기네가 집행

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고 평가까지 하는 수준... 그게 

이제 진정한 주민참여라고... ” – J6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형 보건지소를 통해 정의하고 있는 주민참여는 보건

소에서 결정한 사업을 실행하기위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그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즉,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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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여를 보건소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지속적

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필요한 사업의 주제 

설정부터 운영방안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소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변화된 시각또한 주민참여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황학동은 한 몇 십년동안 계속 악취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자기들은 

숙명적으로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되나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보건소와 같이(EM)사업을하고 주민들이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덕분에 알게되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J6 

 

“오셔가지고 참석을 해보면서,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걸 느끼니까… 그냥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내가 뭔

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도 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G5 

 

“한 어머니가 발표를 하시면서…정말 시체 같이 잠자고 있던 나를 깨워줬다 

그러면서 우리 다 안에 말하고 싶고 의식을 끄집어 내고 싶고 그런게 있었지만 오

지랍도 넓다… 이런 이유로 닫히게 했던 마음들을 덕분에 끄집어 낼 수 있게 되었

다고...”-G3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주민들의 보건소 및 직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가 주민과의 협력으로 해결됨을 체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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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된 의미의 주민참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참여형 보건지소의 참여 형태 

지금까지 주민참여가 이뤄지는 방식은 주로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굉장히 

한정된 방식을 통해 이뤄져왔다(김성옥 & 송견용 1998). 참여형 보건지소 사

업 이전의 주민참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보건소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는 형태의 형식적인 참여였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얘기한다. 

 

“ 약간 설문 형식으로 쫌 알아보는.. 그런 형식으로 좀....” –J3 

 

“이전에는..사람 동원해서 명수 채우고 프로그램 끝내면 끝나는거… 나름 

참여를 한다고  PPT틀어놓고.... 아니면....뭐지 미각테스트 하는데 싱거운 거 짠 거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기... 그런식으로...” – G3 

 

“기존의 많은 방식들은... 교육에 와서 교육에 참여하는 거? 뭐 그런 것을...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이기를…“ – J6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기존에 참여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

들은  보건소가 제공하는 교육에 성과를 위해서 주민이 동원되는 차원의 참여

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형 보건지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

여는 주민이 교육에 참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이 아

니라,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그들이 필요하는 부분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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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가 아닌 대화를 통해 수집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한 번씩 이렇게...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구...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구...이렇게 의견을 내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민분들하고 즉석에서 계속 

브레인스토밍처럼 얘기하면서…“ – G5 

 

 “지금 주민참여사업을 하면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인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또 개인 복지에 필요한 이런 부분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J3 

 

 “진료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 아니라 상담부분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건강…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거…” – J4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참여평 보건지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민참여의 방

식은 기본적으로  ‘대화, 의사소통’ 이었다. 다양한 이유로 보건소를 방문하

는 개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문제나 지

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이 기존의 참여사업과 갖는 가장 뚜렷한 차이였다. 

주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질병에 대한 부분외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 좀 더 포괄적이고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직

접적 교류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과 기존 참여사업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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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이점을 가져왔는데 바로 부서 및 기관간의 협력이었다.  

 

“주민센터, 관공서 뭐 다 있는데.. 약간 계속 상부상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예전에는…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업무만 딱하고 끝.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일

만 하고 딱 끝...근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취약계층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을 하고… 저희 센터랑 협력을 해서... 우리가 

연계해 줄 수 있는건 연계해주고... 이런 공동작업을 많이 해가는 거 같아요.. ” – 

G5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계속 연계하게 되더라구요.. 예전에는 그냥 내 일만 하

면... 내가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그냥 전기치료만 해주고 그러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게 아니라 얘기를 해서...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부분을 제가 다

시 연계를 해주면서, 계속 다양한 일들과 연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연계하는 것

도 제 일중의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 J5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꼭 건강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업무에 대상이라서… 보건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

것만 할 수는 없더라구요…” – G4 

 

연구 참여자들은 주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보건소에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나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다보니 업무의 영역이 보건에만 국하되

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은 이전의 사업에서는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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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던 부분으로 개인의 건강이 자발적인 노력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

뤄지기 위해서 타 부서 및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같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이

러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공

동작업을 상당히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몇몇

은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조직의 각 부서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모든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다른 참여형 보건지소의 특성은 기존의 권력집단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

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참여 사업의 경우 통⋅반장을 통해 프로그램에 필요한 주

민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청회와 설명회와 같은 참여형태의 경우 지

역사회에서 이미 특정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다. 

 

“예전에는 통⋅반장이 관에서 주체하는 일이 떨어지면 연락을 쫙 돌려주고 사람들 

모아주고… 이런 기존에 형성된 집단을 그대로 이용하면 저희도 참 편하거든요 

일처리하기가… 근데 그러면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분들은 

기존의 기득권자들 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유리한 목적으로 일을 가져가려는게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의 진정한 욕구를 들어내기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게 되는거죠.”-J5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기존에 형성된 집단이나 단체의 참여를 최소화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이라는 진정한 참여를 위

함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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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 

주민참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

고 있는 것은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있는 부분이다(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김봉철 2013, 정정화 외 2014). 그러나 지금

까지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중요성을 느끼는지

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사회의 변화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만성

질환으로 넘어갔어...근데 그 만성질환은 계속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니까…” –

J6  

 

“이제는 주민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그리고 그런걸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지식적인 면이나… 실제로 도움

이 되는 운동 이런거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던거 같아요… 근데 단순히 강의로는 

채워지지 않는게 있으니까… “ – G4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죠… 그 정보도 되게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 같은 것을 통

해서 정보도 더 알게되면서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밑바탕이 많

이 형성되면서…” –J5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바와같이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으로 변하면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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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존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증진을 중심으로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

졌다. 건강증진은 개개인의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깨닫

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써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참된 의미의 건강유지가 이뤄질 수 없으며, 

보건소의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그 만성질환은... 우리가(직원이) 뭐 해야 됩니다...해야됩니다.. 라

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J4 

 

“이전에는 건강(문제)자체가 꼭 시민이 주체가 아니였어도 되고… 되게 수동

적인 틀에 갇혀서 해주는 것만 받고 주체가 될 수 없었는데…이제는 주민이 주체

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건강관리)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드니까…” –J5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질병의 치료 위주로 이뤄져 왔으며, 주민들도 치료

와 같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조병희 

2010). 하지만 점차 건강증진의 중요성 대두되며 전문가나 기관의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지금까지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단순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는 경우가 

적고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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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를 안 시키고 교육이나 그런 것만을 가지고는...이런 것을 몰라서 안하

는게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들은 실천을 해야

지만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천까지 하려면... 주민들이 직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 J6 

 

“주민참여가 없었을 때는...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교육을 

쏟아 부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으니까 변화가 별로... 근데 생각해보니 거기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되는 환자가 빠져있었던 거죠…” - G5 

 

보건지소 직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참여형 보건지소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노

력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행동은 이전의 참여사업

에서는 크게 볼 수 없던 것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엔 저희들이 만약에 비만 프로그램을 해두면 막 사람들을 끌어오고 이

랬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비만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운동,영양)프

로그램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하잖아요...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막 조직도 스스로 

만들면서...” – J5 

 

“제가 한거는 계속 그 분의 얘기를 들어줬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오실 수 

있게끔...격려해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계속 계속 그렇게 스스로 오시면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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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요. ”- J2 

 

이전의 참여사업과 비교했을 때 참여형 보건지소의 사업은 내용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로 하는 부

분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에서 보이다시피 비만의 경

우, 주민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었으며,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스스

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듯 주민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여 제공

되는 서비스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인 건강관리의 실천으로 이

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러한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도움제공의 측면에서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력, 예산 다 쏟아 부어도…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나와 관련된 거라는 

인식이 좀 생기고… 자기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질환에도 안 걸리고…” – 

G5 

 

“사람들이 참여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짜 만

족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 J6 

 

“지금까지는 개인특성에 맞추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보

니… 의미있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았는데…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니까 스스로 

실천도 하고 그 효과가 배로 나타나니까…”-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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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참여사업들은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 실질적인 행태개선

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형 보건지소는 주민

들의 태도나 행동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극성과 실질적 실천이 이뤄지

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주민참여가 갖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강조나 국외의 사례를 통해 참여

를 중요성을 당연하게 또는 의무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된 동기부여나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다른 연구에서 크게 보여지지 않은 부분으로 신체적인 건강외에 자살이나 고

독사와 같이 무관심이나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품앗이나 두레 같은 그 조직문화가 형성되었었는데… 

이게 다 단절이 되면서 무관심, 개인주의 뭐 그런식으로 사회가 무관심화되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지역문제나… 같이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문제도 많

은데… 참여가 아니면 그런 문제의 해결이 힘드니까…”- G3 

 

“... 몇십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서로서로 챙기고, 그런 풍속들이 많이 있잖아.. 요 

참여를 통하게 되면은 서로서로 챙기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 지금 그

런것의 부재로 생겨나는 자살률이라던지… 뭐 고독감이라던지 이런 사회적 병패...

뭐 묻지마 살인이라던지... 그런것도 참여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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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앞서 언급되었듯이 비슷한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주민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조

직들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위해 구성된 모임이나 추후 지역사회의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연

구 참여자에 의하면 참여형 보건지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 

조직이 현재 쓰레기 문제나 독거 노인 관리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

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예로들며 주민참여란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

해서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소를 해서 그때 부터 운영했던 건강을 사랑한는 요가 소모임이있어요. 이분들

이 1년이 넘거가면서 이수하는 개념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 우리만 혜택을 받을수 없다 다른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생략)… 양꼬치거리라 해서 환경위생 문제가 큰곳이에요 그

러면 비누만들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는걸로 얘기가 되고… 버려진 화

분을 활용을해서 꽃나무 심기 활동을 하자… 이렇게 안을 내놓으시면서…” – G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제시한 바와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

는 자살이나 고독사의 경우, 개인의 노력이나 기관의 일방적인 사업보다는 서

로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

는 부분이다.  즉,  주민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의 향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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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참여의 성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났으며, 

이 연구들은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요인으로 법과 제도의 수립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 수

행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가 기존의 보건소 사업과 달리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

이 모호한 점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딱 해야 하는 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약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업무가 많으니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거... 없는 것에서 무

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거... 그런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G5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딱 법의 잣대가 있으면은... 내가 이건 잘했어..

또는 잘못했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 –J4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는 구체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기반으로 사업이 정해지는 특성을 갖고있어 전반적인 사업의 과정이

나 기준이 명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나 기존의 보건소 업무가 정해진 틀을 활용하여 계획서를 작성하

고 필요인원을 채우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사의 불명확

성과 불확실성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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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까지 의문을 품게되는 부정적 영향도 가져오고 있었다. 업무의 내용

이나 기준의 명확성은 평가기준이나 지표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로 변화된 것이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마련 되어야할

거 같고... “ –J6 

 

“자기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 아마도 이게(주민참여 사업

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J5 

 

“주민참여는 조급하게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시

간을 둘 필요가 있는 업무라… 그에 맞는 평가를 해주는게 좀…” –G4 

 

직원들은 원활한 참여사업을 위해서 참여형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참여사업의 경우 주된 업무가 주민과의 만

남으로 투입시간 대비 가시적인 성과나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이 타 사업에 비

해 크게 없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자

신의 업무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

고 있는듯 했으며, 평가지표를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나 승진에 연관하여 생각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기존의 계량적 지표나 

성과 위주의 지표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듯 하였으며, 보건소

의 업무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압

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 보건지소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긴한데… 저희는 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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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무래도 성과 없이… 실적 없이는 어렵다고… 아무래도(사업이) 운영이 되려

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급하단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 –G3 

 

“(이전에는) 결과물을...내놓아야 되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되게 어떻게 해나가야될지...어떻게 평가가 될 지가… ” -J5  

 

 연구 참여자들은 참여형 보건지소라는 아직은 낮선 사업 수행방식

이 야기하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토로했으며,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장님이... 우리는 실적, 인텐티브 그거에서 벗어나자... 라고 그런 말을 해주었

기 때문에... 그서도 이게 가능한 거지.. 그 동안의 모든 사업이 거의 모두 실적 위주

였다면... 요 참여형은 실적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J6 

 

“결과 위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묵묵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주민참여 사업은 결과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J5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건소장이 참

여사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를 중요시 할 경우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리더가 주민참

여 사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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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지해  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참여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리더의 역할은 조직내의 주민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팀 내에서도... 왜케 일을 벌리냐 그냥 좀 조용히 좀 살지 왜 이렇게 일

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냐…(생략)… 저희 팀이 5명인데... 지금 일부는 보건소

에 있고 일부는 지금 여기 지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거에요…”-G5 

  

“ 사업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내 동료나 다른 팀, 다

른 부서까지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나 환경을 조성을 해 주는 게 중요하고...교육제공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직원

들도)인식 변화도 시키고…”-J6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힘들게 느끼고 있는 부

분이 조직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참여형 보건지소의 특성상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 내용

이 정해지다보니 보건지소에서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업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사회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경제

적, 환경적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및 기관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러한 이유로 조직내부 및 공공조직 안에서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상당

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공간이 보건

소에서 분리되어 있어 다른 직원들이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 형태나 방식을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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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전

보다 절실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협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도… 맨 위에 결정자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환경을 조

성을 해주는게 중요하고…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걸 참 잘 해주셔”- J6 

 

 “참여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지원…기관장의 지지가 꼭 필요한데… 우선 소

장님이 관심이 많아야 되고… 청장님이 주민들과 만나고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

각을 하면… 아무래도 각 과에서 이제 참여형 보건지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더… 이제 잘 도와주고 그런게…”-G4 

 

연구 참여자들은 리더의 참여에 대한 시각과 지지에 따라 조직이 받아들이

는 참여의 중요성이 달라지며, 협조의 수준도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리

더의 시각이나 역할이 조직 구성원의 인식에 주는 영향은 일부이며,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관련된 교육이나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보건소의 개개인들은… 기존 생각에 빠져서 주민참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되고…” – J5 

 

 “조금..뭐랄까.. 교육을 받아서 약간 의식이 좀 변했다고 해야하나? 우리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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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고.. 관도…민도...그 참여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뭐..역량을 

쌓아야 되죠.. 꾸준히 역량을 쌓아야되고...”- G4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

고... 또 하다가 보면 자기가 개념을 잘못 이해했던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

까 정기적인 교육이나 피드백도 많이 필요하고... ”-J4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정책과

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직원들로부터 생소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왔

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조직 전반의 참

여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이를 통한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주민참여에 대한 전문교육 제공과 함께 실

질적 사례나 참여형 보건지소간의 의견 교류를 통한 현장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로 교류를 한다거나 뭐 이런....좋은 거는 서로 배우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 

있잖아요 사례들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G3 

 

“참여형 보건지소에 관련된 직원들이 정말 의견을 공유하고.. 그들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회의라던지 그런 환경이 좀...신기하고 좋았던 거 같아요… 또 그

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J4 

 

본 연구에서 직원들이 참여형 보건지소의 참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하다고 제시한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기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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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다양한 요인 중 

대부분은 기존의 보건소가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적 조직 특성과 관주도의 업

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직이나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많이 변해야 하

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  

5) 주민참여의 나아갈 방향 

본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은 참여형 보건지소에서 앞으로의 주민참여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은 주민들의 자발적 건강실천 및 지역사회의 관계 회복으로,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 리더의 양성과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구축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소모임에서 주민리더를 뽑으면...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주민으로써 다른 주민

에게 접해서...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이런 역할을 할 수 있

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주민 내부에서 그런(건강 교육; 운동) 실천이 자유롭게 이

뤄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

J4 

 

“주민분들이 이제 실제로 뭔가 일궈나가야 하는데… 건강이랑 관련된 교육

이나 운동이라던가 영양이라던가 이런거를 제공을 해서 건강 리더자들… 건강 리

더 양성 교육을 해서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도 제

공을 할 수 있게끔하고…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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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을 일대일로 다 공략하는 것

은 불가능 한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를… 전반적인 문화를 변화

시켜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욕구가 같은 사람들

끼리 모아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효과도 높이고 이제 대중으로 하여금 집단

화를 하고 조직화를 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겠지…” –J6 

 

주민리더의 양성은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보여졌다. 참여형 보건지소에서의  ‘주민리더’

는 기존의 지역복지활동의 지도자 개념의 주민리더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직원들이 정의한 보건지소의 주민리더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을 이끌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나 영양 프로그램을 다른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의 범위가 영

양과 같이 건강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

구 참여자들은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리더의 양성을 통

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보건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및 예방

할 수 있을것으로 보는 듯 하였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주민 리더 양성 

이후이들을 통한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 및 지역 주민간의 관계 회복이 주민참

여가 추후 이뤄야 할  또 다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스스로 건강 실천을 할 수 있

게끔…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나 이런것을 통해 건강실천을 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 J4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생각해야되는… 단순히 소모임이 운동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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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꼭 지역사회 변

화를 유도하진 않더라도 뭐 특수 활동을 논의 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확

장시켜가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주는…”- G3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게끔도 하고… 또 하나는... 정서적 유

감을 통해서 사회를 다시 다른...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 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회복시킨다...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게...” – J6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궁극적 목표는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 소모임들을 기반으로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사회

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역량 및 환경을 조

성해 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주민의 조직화는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병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앞으로의 주민참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

표로 강조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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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1)  주민참여 인식 및 방식 

 

<그림> 1 참여형 보건지소의 주민참여 인식 및 방식  

 

<그림> 2 일반 보건소의 주민참여 인식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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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보건지소와 일반 보건소의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주

민참여에 대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 직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나 

문구를 추출하고 언급된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강조된 정도

를 나타내 보고자 했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볼 수 있듯 두 조직의 직

원들이 정의한 주민참여의 인식 및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참여형 보건지소 직원들의 경우 개개인의 주민을 참여의 대상자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참여의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일반 보건소의 경우 개별적 주민보다는 지역내 민간단체나 지역 내 주민

동아리와 같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단체를 주민참여의 대상자로 인식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업이 갖는 사업의 형태에 의한 것으로, 참

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만드는 과정이 목표

이나, 일반 보건소의 경우 정해진 시간내에 사업을 추진해내는 것이 중요하여 

이에 맞는 기존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참여형의 경우 주민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필요 부분을 조사하는 반면, 보건소의 경우 설명회나 설문조

사를 통해 지역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주민참여 사업의 내용과 운영 방식도 두 

조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형의 경우 주민과의 의견교류를 통해 함

께 서비스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방식을 보였지만, 보건소의 경우 설문조사 결

과를 토대로 기존의 틀에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원을 찾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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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율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은 민간단

체나 주민 동아리로써 새로운 주민 조직보다는 기존 단체의 활용이나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도움을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참

여 사업으로 여겨졌다. 일반 보건소의 사업 내용은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주민의 참여가 크게 요

구되지는 않았다.   

 

연구 결과 참여형과 일반 보건소의 직원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대상자인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참여형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주민을 협력자

로 인지하는 반면, 보건소의 직원들은 다양한 참여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아

직까지 주민들을 함께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무조건 완전한 파트너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게 필요한데…” – 

K1 

 

“이분들은 순수 주민들이잖아요?... 어떤걸 목표로 얘기를하지만... 그 분들은...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만... 이수를 하겠다... 이러게 

되는 경우도 있고...” –S2 

 

이와 같이 일반 보건소의 직원들은 아직까지 주민을 보건 사업을 함께하기

에는 역량이 부족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사업초기에 보

건지소 직원들도 느꼈던 부분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됨에도 인식이 크게 변하

지 않은 이유는 보건소의 경우 주민과의 대화나 의견 교류의 시간이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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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보건소의 경우 주민과의 직접 교류가 없다보니 주민

들의 생각이나 역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고, 기존의 단체나 동아리

의 주민들의 경우 서로의 이익을 위한 의견충돌 등의 문제가 다분하여 직원들

의 부정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두 조직의 주민참여 사업의 차이를 통해 보건소의 참여사업을 보

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두 조직이 보이는 주민참여의 

차이는 Morgon(2001)의 utilitarian과 empowerment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데, 

utilitarian의 경우 정부나 그 기관이 주민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지역 내에 자

원을 이용하여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기관간의‘협력’으로도 정의 내려질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 또는 

기관이 설득, 인센티브 또는 동의 하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mpowerment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건강문제 또는 개발

에 관련된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

듯 참여형의 경우 empowerment형에 더 가까운 주민참여가, 보건소의 경우에

는 utilitarian에 근접한 참여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느 한 유형의 주민참여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짧은 기간이지만 직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

로 변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에 대한 수용성은 일반 보건소에 비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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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의 중요성 

 

 
<그림> 3 참여형 보건지소 직원이 정의한 주민참여의 중요성 

 

 
<그림> 4 일반 보건소 직원이 정의한 주민참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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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그림 4>는 참여형 보건지소와 일반 보건소 두 조직의 직원들

이 인식하는 주민참여의 중요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어 크기의 차이

는 직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나 문구의 빈도와 강조된 정도를 의

미한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주민들의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건강관리를 위해

서 주민참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참여형의 경

우 직원들이 느끼는 중요성은 대체적으로 주민의 인식이나 태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지금까지 건강에 관련된 많은 정보와 교

육에도 변화가 없던 주민들의 건강행태가 직접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경

험하고 있었다. 직원들에 의하면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보건사

업에 반영된 경우,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더 느꼈으며, 관 주도의 서비스에비해 

실천률이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형은 성과를 위해 따로 연

락을 하거나 통⋅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

을 갖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등 보건소 사업에 대한 인식과 행

동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반면에 일반 보건소의 경우, 대부분 정책 또는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민참여가 보건업무에서 

중요해진 이유로 정치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서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조금 그 의식...그니까 그것과 맞물려

서..그리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식들도 많이 바뀌고... 조금 개념도 

바뀌고 그러면서 다들 중요하다고 하니까....”-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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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대한 대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고 뭐.. 정부 3.0도 그렇고 뭐 그렇

다며 소통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요

하게 된 게 아닌가....” – K1  

 

“이게 대의인거 같아요 그냥 ... 우리가 옛날에 독재시대 살다가 민주화 하다가 이

렇게 왔듯이 이건 대의임에는 틀림이 없죠... “ –S1 

 

일반 보건소 직원들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일반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다른 이유보다는 시대적인 강조로 인해 의무적으로 받

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사업 및 시장의 공약사

항 등 계속적으로 주민참여가 강조되다보니 주민참여를 꼭 시행해야 하는 업

무로 생각하는듯 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진 참여의 중요성은 실제 

업무수행에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참된 의

미의 참여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 직원들의 의무적인 참

여 수용은 진정한 주민참여보다는 형태만 갖춘 형식적인 참여가 지속될 가능

성이 높으며, 직원의 참여 수용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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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감정 

 

<그림> 5 연구 참여자들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감정 

 

본 연구 참여자들이 주민참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림 5>

과 같았으며, 참여형 보건지소와 일반 보건소의 직원 사이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보여졌다. 단어의 크기는 직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나 문구를 

추출하고 그 빈도와 강조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두 조직의 직원 모두 주민참여를 상당히 신선한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진행할수록 뿌듯함이나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민참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로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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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이 기존 업무에 비해 상당

히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다가온다고 언급했다. 참여형의 경우 처음에는 참여

의 효과나 영향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나, 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실천율이 

높아지고 보건소의 강요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민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듯 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참여사업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지역사회에 다양한 단체를 발굴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연구 참여자는 주

민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업무에 대한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하

지만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는 주민참여를 어렵거나 힘든 업무로 느끼고 있었

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은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나 명확한 개념의 부재

로, 보건소의 직원들은 민간단체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

었다. 일반 보건소의 경우 지역의 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업무수행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각 단체의 구성원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감정 소모가 많

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조직 모두 주민참여의 방식이나 참된 의미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참여형 보건지소 직원들의 경우, 직접 주민을 만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나 자연스러

운 만남에 대한 갈망이 높았다. 한 연구 참여자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방식

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없었던 형태로, 먼저 주민에게 다가는 부분에서 상

당한 부담감과 막막함을 느끼는 듯 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은 많았는데, 과연 자신들이 추진하는 참여 방식이 올바른지, 제대로 된 주

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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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기존의 실적위주의 업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업무 수행

에 있어 조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참여자는 주민참여가‘우물

가에서 숭늉찾는 듯 한 업무’로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힘들다고 했으며,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예산을 준 사람들은 결과물을 바로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항

상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는 두 조직에

서 모두 나타난 것으로 참여형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

는 부분이, 보건소의 경우 의견조율로 인한 상당한 시간 소비가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였다.  

 

조직 유형별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은 <그림 3>에서 보이듯 표현

되는 단어는 비슷하였다. 그러나 참여형과 보건소의 직원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 사업

의 담당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양가감정은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주민참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조를 통해 사업이 늘어

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형의 경우 직원들이 느끼는 부정적

인 감정의 요인이 업무의 형태나 방식의 새로움에서 오는 것이라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계나 신뢰의 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두 조직이 가지고 있

는 감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형의 경우 조직내부의 충분한 의견교류를 통해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민참여의 방향과 목표를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건소

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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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참여형 보

건지소 사업을 통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했으며, 참여에 대한 인식이 없던 직

원의 경우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정부 관료들이 대체적으로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는 부분이 문제시 되어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직원들의 인식개선이 참여형 보건지

소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보건소 참여사업은 기존의 

사업에 단순히 ‘참여’라는 단어가 추가된 느낌으로, 정해진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주민과 직접 소통하

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잠재된 능력과 실천의지등을 직원이 확인하게 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는 형식

적인 주민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김용익(1992)의 연구

에서도 언급된 바있으며, 더 나아가 공무원의 참여 수용성에도 영향을 주게된

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 수용성의 한 부분인 직원들의 인식이 참여형 보건지소

의 업무형태나 내용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은 단순히 직원들의 인식이나 업무방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역

량이나 의식은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참여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하지

만 본 연구에 의하면 주민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의 



 69

능력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직원들로 인해 주민들의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안영철(2013)의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

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과 제도 및 주민의 인식변화

가 같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조직

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주민들간의 협력이나 협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서의 주민의 참여

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이 주민참여에서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직원들이 이러한 역

할을 생소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형 보건지소와 같이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가 이

뤄지는 조직이 적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더 필

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는 참여사업 담당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참여사업에 대한 방식이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의견 공유를 함으로

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보건지소와 일반 보건소의 차이를 통해 참여형 보건

지소의 차별점을 찾아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했다. 비교 결과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

을 찾는 등 일반 보건소에 비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었다. 참여형 보

건지소는 지금까지의 참여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직원과 주민의 실질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

화를 통해 참여형 보건지소가 꼭 지향해야하는 참여 수군과 방식이라고 할 수

는 없으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점차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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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나 주민의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는 일반 보건소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Yang(2005)은 연구를 통해 주민과 직원

의 서로에 대한 신뢰 정도는 참여사업에 중요한 변수로, 신뢰의 정도가 낮을수

록 높은 수준의 참여가 이뤄질 확률이 낮고 그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하였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주민의 의견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고 다

양한 지역사회 사업에 반영됨으로써, 주민과 직원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

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참여형 보건지소 이전의 사업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이는 관위주의 일방적인 사업 제공이 가지고 있던 한

계라고 보여진다. 참여형 보건지소 기본 업무방식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이러

한 신뢰 관계는 앞으로 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뢰관계 형성의 

차원에서도 참여형 보건지소와 같은 적극적인 수준의 참여사업은 앞으로 계

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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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강조되

어 왔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많지 않다. 주민참여는 현재 보건의

료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민은 서비스의 주

체며 의사결정으로 반영된 그들의 의견은 더많은 기대와 욕구의 충족을 가져

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Dedue,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성공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나 참여 수

용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Machmuddi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탐구되지 않았던 참여 수용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참여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으

며 이는 참여형 보건지소가 갖는 업무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참여 수용성을 향상시키

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직원들의 직접적

인 경험이었다. 참여형 보건지소는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개개인의 

주민에게 직원들이 먼저 다가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요구도 파악이 이뤄

지고 있으며, 주민과의 회의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내

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방식은 그동안의 사업에서

는 파악이 불가능했던 주민들의 숨은 역량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이러한 기회

를 통해 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주민에게 기대되는 역할

이나 정책의 개입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McNair et al.(1983)이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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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직에서의 참여 수용성을 높이는 6가지 지표 중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이다. 

McNair et al.(1983)에 의하면 직원이 주민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수록 

더 높은 참여 수용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

들이 주민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도 보여졌듯이, 직원들의 대부분이 주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조직의 특성상 주민은 역량이 없는 사람으

로 비춰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직원

의 경우은 주민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추후에 더 많은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 있는 대상자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교육이 아닌 실

질적으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참여형 보건지소의 

사업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나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제시하는 해결방안

이 기존이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 인식이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런 인식이 변화를 통해 주민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의 범위

가 넓어지고 더 깊어질수 있을 것이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사업은 기존의 참여

사업과 달리 주민의 역량이나 의지를 제대로 체감하고, 이를 토대로 직원의 자

연스러운 인식변화와 참여 수용성의 증가가 이뤄진다는 부분에서 강조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여 수용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직원과 주민의 신뢰관계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공무원이 주민참여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Callahan 1999). 특히 우리나라의 공조직같이 전

통적인 관료제에 입각한 효율성 중심의 행정 업무체계의 경우, 주민참여 사업

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더 높으며, 주민에 대한 직원의 신뢰또한 

상당히 낮은 편이다(박천오 2002). 하지만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공조직임



 73

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려해보지 못했던 방법이나 아이디어

를 제공받아 더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되고, 주민들의 

건강문제도 다른 사업에 비해 효과적으로 관리되면서 주민에 대한 신뢰가 높

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직원의 경우 참여형 보건지소를 통해 주민들의 

잠재된 능력을 알 수 있게 되고, 참여가 자신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며 주

민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민의 경우도 자신

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려는 직원의 태도를 

통해 보건소 조직과 직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과 주민 사이에 직접적인 의견교류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자연스운 신뢰관계의 구축이 가능함을 본 연

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주민참여 활성화의 기본이되는 참여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며,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여형 

보건지소처럼 주민과 직원이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업무가 큰 영향을 줄 것으

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참여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의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서, 그에 가장 기본적인 주민참여의 활성화도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대부분의 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금까지의 사업 중 참여형 

보건지소가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인 개별적 주민의 능동적 주민참여가 이뤄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6>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 중 주민참

여 활성화를 위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요소들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원의 참여 수용성, 조직 환경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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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참여형 보건지소를 통해 본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주민참여의 활성화에서 참여 수용성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같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생기는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신뢰관계를 말한다. 참여 

수용성은 주민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이나 태도로써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기존의 참여사업에 비해 참여 수용성이 현저히 높다

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참여형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강조한 요인들은 리더십과 조직의 환경적인 부분이었다.  

우선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참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본 환경

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

우 보건소의 업무가 지자체장 및 여러 의원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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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충분히 설득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참여

형 보건지소의 경우 업무의 방식과 성과 평가등이 기존의 방식과 상당한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리더가 이해하고 충분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

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 사업

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많은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업무로 관련 부서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조직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을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교육의 제공 및 

직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회의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경

우 참여사업이 대부분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작되어 공

무원들이 참여의 참된 의미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데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rgon(2001)도 강조한 부분으로 참여라는 

개념을 현실로 가져가기 전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참여

에 대한 목표나 정의를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든 참여 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에 기본적인 참여관련 교육이 제공되

었으나, 조직활동가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교육 제공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았

으며, 대체적으로 직원이 아닌 주민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참여형 보건지소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를 통해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주민참여 

업무는 주민참여는 기존의 업무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주민참여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뤄진 교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

참여 사업의 사례들의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맞는 프로토콜이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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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문 담당 직원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 교육과 함께 제공되어 직접적으로 참여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직원들

도 간접적으로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전 조직의 참여 수용

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에서 언급된 활성화 요인은 

어떠한 하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기보다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

는 요인들로 주민참여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소 직원들이 정부가 의도하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형식

이나 방식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단순히 업무로 그 중요성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실질적 경험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참여형 보건지소 참여 형태가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민과 

직접적 교류를 통해 단단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참여형 보건지소

는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현재 강조되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나 거버넌스의 측

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조사와 평가를 통한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1.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참여형 보건지소에서의 주민참여의 의미

와 현황을 탐색하여 기존의 참여사업과의 차별성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참여형 보건지소와 일반 보건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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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단어간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정밀한 네트워크 분석이 아닌 연구 참

여자가 강조한 강도에 근거하여 그 차이를 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두 조직간의 차이를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것으

로 생각되며 두 조직의 직원들이 받은 교육이나 업무의 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

가를 통해 조직간의 차이와 의미를 더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

다. 또한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의 기간자체가 상당히 짧아 이 사업을 통한 뚜

렷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참여형 보건지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

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참여형 보건지소는 아직까지 초기단

계라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참여형 보건지소만의 프

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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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Public Participation 

from the Experience of Community 

Health Center Workers 

- A Case of Participatory Health Center-  

 

Da Sol,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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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mphsi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health care sector is not a 

recent phenomenon. With social problems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ex, emphazies of public pariticipation began, when government and 

market-centered problem solving method started to show its limitation. In 

Korea, attempt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ea of health care 

sector began though the 1990s, when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Since then, from local health care plan to recent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community health branch,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increase activ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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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growing attempts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the goal and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in Korea is still in a most formal level. Barriers of 

active participation identified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were, low 

competence of citizens and lack of relevant syetems. However in few recent 

studies, nega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civil servants on participation 

appeared as a new factor influencing the low level of particip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high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which government is aiming, 

proper understading and acceptance of participation is seen as a most 

important factor. 

 

Even 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dealing with public participation, there 

were only few studies about civil servents perception. Therefore, the 

research aims to study how civil servents’ perception of participation 

through their experience. The participatory community health branch is a 

recent established governmental organization where all programs and 

services are conducted based on the public needs. From this study, ways to 

improve health branch worker’s acceptanc in participation will be discussed.  

 

As a result, both citizen and health branch workers perception about 

participation turned out to be positive after working at the participatory 

community health branch. From workers perspective, with frequent 

meetings new ideas to solve various problems were presented by citizens, 

which were more efficient. With this kind of results, workers perce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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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changed positively. For citizens, with their opinion being heard and 

applied in the programs, it resulted increade trust level between citizen and 

community health workers. Most influencing factor that improved workers 

awareness of participation was through direct esperience. But in order to 

expand the workers acceptance of participation, relevant education must be 

provided and organizational culture and environment also need to be changed 

in to more participatory way.   

 

Keywords : public participation, community health center, public officials, 

experience, participatory health center,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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