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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건행정의 분권화와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전략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나라 보건소는 1995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4년마다 수립하여 현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는 농어촌특별
세와 건강증진기금 등의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지
역보건의료계획을 왜, 그리고 어떻게 수립해야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소 기획능력의 영향 요인과 효과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환경 분석, 목표 설정, 전략 개발 측면을 평가한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3기 44.0점, 4기 59.8점, 5기 69.8점으로 향상되
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참여의 대표성, 시의성, 포괄성,
투명성, 영향력으로 평가한 주민참여수준은 (100점으로 환산 시) 3기
18.1점, 4기 36.4점, 5기 46.5점으로 개선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의 효과로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상
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주민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소 기획능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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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공유,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주민참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전 직원을 참여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관리자
의 역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리더십은 보
건소 기획능력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수립과정
의 주민참여가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주민참
여가 지역사회의 맥락을 계획에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
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그리고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주민참여의 조절효과가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가 높은 보건소들에서는 기획능력이 높을
수록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주민참여가 낮은 보건소들에서 기획
능력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소의 기획능력 제고와 주
민참여를 통한 보건행정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행된 이후 보
건소의 기획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주민참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다.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주
민참여 수준이 높은 보건소들에서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효과이다. 또한
주민참여는 보건소의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매우 중
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략기획과 조직성과, 자원기반 관점과 상황론적 관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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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근거로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간의 관계
에 주민참여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보건의
료계획 시행의 정책적 근거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론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가치 공유, 인센티브와 관련한 관
리자의 역할과 주민참여가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를 위해 개발
된 주민참여 평가도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와 보건소
의 주민참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략계획, 기획능력, 주민참여, 조직성과
학 번: 2003-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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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정부의 기획능력은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
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화된 1991년, 보건행정의 분권화와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지
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업무에 포함되었고, 1995년 보건소법을 지역
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가 되었다.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각종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
여 시달하면 보건소는 이를 피동적으로 집행하던 종전의 상의하달방식
에서 탈피하여 보건소가 기획능력을 발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체계로 인하여 보건소는 기획능력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책결정자와 관계 전문가들은 지
역보건의료계획을 계기로 보건소의 기획 능력이 향상되어 지방보건행정
의 구심점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1997년에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에 대하여 계획 수립과정에 많은 보건소 직원이 참여하고, 보건소와 관
련 전문가의 연계가 활성화되었으며,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계획과정
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수행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등
의 긍정적 평가와(송건용, 1997; 이신호 등, 2002) 보건소 직원의 대부
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활용하지 않고(정한호 등, 2003; 정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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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주민참여가 형식적이라는(김성옥과 송건용, 1998; 김춘배 등,
1999)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는 실증적 근거보다는 전문
가의 경험과 식견에 의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박재용, 1999; 배상
수, 1997; 송건용, 1997).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지 15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연구는 그마저도
2000년 전후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의 구성내용 및 기술된
내용의 논리적 유용성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
가결과는 점수로 표현되었고 갈수록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정
부의 평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에 미흡하였고 모두 다
른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이 평가결과를 근거로 보건소
의 기획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지역보건의료계
획 주민참여의 경우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 부수적으로 주민공청
회, 주민공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의 실시여부로만 주민참여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5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보건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느라, 보건복지부와 기술지원조직은 작성지
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과 평가를 수행하느라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
해 왔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직원들의 대표적인 기피업무
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담은 보건소 직
원들에게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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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추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건강증진기금 등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
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통합 건강증진사업
실시로 인하여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적 활용은 높아질 것이 예
상된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효과 평가와
영향요인의 분석은 필요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
계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계획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
다(Butterfoss et al., 1996; Butterfoss & Dunët, 2005; Lenihan,
2005). 주민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았거나 평가여부가 불확실하다(Mitton et al., 2009). 그러므로 보다 효
과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와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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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과의 제고
방안을 탐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당면 목표인 보건소의 기획능력 제고와 보
건행정의 주민참여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보건소의 조직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효과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방안을 제언하고, 지역보건의
료계획 이론을 세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풀어야할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기획능력과 계획 과정의 주민참여 수준은 어떠하고, 지
역보건의료계획이 보건소 업무로 자리 잡은 이후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수준은 향상되었는가?
둘째,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때 주민참여의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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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구성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계획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
론적, 실증적 논의를 고찰하였다. 2장의 첫 번째 절은 선행연구 검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효과, 영향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참여의 유형 및 방법
등을 고찰하였고, 세 번째 절에서는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
를 분석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기반 관점과 상황론적
관점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보건소 기획능력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보건소 기획능력
과 주민참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과 분
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양적 접근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되,
포커스 그룹과 심층면접을 통해 양적분석결과를 보완하려고 시도하였
다. 그 이유로 양적분석으로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통계적 관계는 설명
할 수 있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과정과 과정을 통해 생산된 계획이 보
건소 조직과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수준은 현재 전반적으로 낮아 주민참여의
영향요인과 효과에 대한 보건소간 차이를 해석하는데 질적 자료를 필요
로 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로, 첫 번째 절에서는 제3기, 제4기,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특징 살펴보고,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수준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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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두 번째 절에서는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였고, 세 번째 절에서는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 기획능
력과 조직성과 간의 주민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
과의 이론적, 방법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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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1.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의 및 배경
지역보건의료계획1)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
민을 교육하고 동원하며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보건사업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이자,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전략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Myers & Stoto, 2006).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78년 알마아타선언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알
마아타선언의 핵심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건강 불평등 뿐 아니라 각 나
라 안에 존재하는 건강상의 불평등에 대처하여 2000년까지 온 인류가
건강을 누리게 하자는데(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있다. 선언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의 구성요소로서 형평성,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 참여, 건강문제에 대한 다 부문 접근, 적절한 기술의 채택과 사
용 보장, 건강증진 행위 등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분권화와 다양한 보건
의료 관련 기관의 참여가 촉구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반이 마
련되었다(Green, 2007).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7년 짐바브웨 하라레에서는 Health for all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차보건의료 접근을 재확인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괄목한
1) 본 연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영어의 District Health Planing, Community Health
Planing, Community Health Assessment 등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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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계획(planning)과

조직화

(organization), 관리(management)의 미흡은 건강 향상을 가로막는 가
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WHO, 1987). 이에 WHO는 일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제안하였다.
지역보건의료체계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해당하는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체계로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인 일차보건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차보건의료와
국가의료체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이다(타리모, 1994).
WHO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정책 도입, 재정과 인력관리의 분권화, 지
역보건의료계획과정 개발, 지역사회 참여 강화 등을 채택하였고(WHO,
1987), 이러한 WHO의 결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일차보건의료의 핵
심전략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미국의학원(IOM: Institute of Medicine)
이 2003년에 발표한 ‘공중보건의 미래’보고서로 인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보고서에서 미국의학원은 공중보건의 3개 핵심기능과 10개
필수서비스를 제시하였는데, 필수 서비스 중 하나로 보건의료계획이 선
정된 것이다(IOM, 2003). 미국의학원의 보고서로 인해 촉발된 공중보
건에 대한 관심은 공공보건기관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또한 당시 공공보건기관은 예산삭감, 정부 구조조정,
인구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 지향성 등 전례
없는 환경의 변화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공공보건기관 효과성에 대한 관
심은 다른 영역의 공공기관이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조직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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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전략계획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보건기관의 전략계획으로
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Lenihan, 2005).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지방자치제
도가 본격화된 1990년대 초반, 보건행정의 분권화와 주민참여를 목적으
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건소 업무에 포함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구
성을 전후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지방자치 시행에 준비하
기 위한 보건소 기능 활성화 및 지역보건행정체계 발전 방안으로 지역보
건의료계획 수립이 논의되었고(김용익, 1987; 김용익, 1991; 김한중,
1991; 박형종과 김공현, 1991; 문옥륜, 1992), 1991년 보건소법이 전
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업무에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가 추가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정책의 수립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었고, 보건소
는 말단집행부서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등 법의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김용익, 1994).
실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보건소의 체질 개선에 필요
한 종자돈 역할을 한 1994년 농어촌특별세의 신설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김문식, 1997).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수산물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민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 환경
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 농어민 후생복지증진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민의 후생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보강하여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개
선하고, 양질의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
관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투자대상선정과정에 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지원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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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지역별 균등투자방식이 아닌 자치단체 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관
심과 능력이 있는 지역에만 지원하는 차등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은 보건소가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근거로 판단
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보
건복지부는 이를 평가하여 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
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보건소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와 농어촌의료서비
스기술지원단, 1995).
1995년과 199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연단위의 계획으로, 1995년
계획은

138개

보건소(보건복지부와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1995), 1996년 계획 151개 보건소(송건용, 1997)만이 농어촌의료서비
스개선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당시 지역보건의
료계획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과 함께 1년 단위로 작성되어
지역의 중장기 전략계획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
소가 처음으로 수립한 지역단위의 보건의료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5년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1995.12.29)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일차적으
로 1997년에 2년간(1997-1998)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간을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이들의 승인내지 의결을 거침으로
써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함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현재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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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보건의료계획은 정책과 환경의 변화와 같이 장기간의 전략과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고
(IOM, 2003)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계획이 프로그램 성공의 토대라고
간주되어왔지만(Butterfoss et al., 1993) ‘계획’이나 ‘계획과 결과의 관
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Butterfoss et al., 1996; Butterfoss
& Dunët, 2005; Lenihan, 2005).
보건의료 영역에서 계획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계획은 종종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계획이 서류만으로 존재하거나 집행에 실패하여
관찰 가능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영역 특성상 전문가들이 오랫동
안 지배적인 역할을 해온 분야로 계획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
다(Green, 2007).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은 대개 이론적 기초 없이 현장
수행과정에서 도출되어 현장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역학과 같
은 공중보건의 다른 분야와 달리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것도 보건의료계
획의 효과 연구가 부족하게 된 이유이다(Lenihan, 2005).
그러나 엄밀하게 계획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
었지만 계획의 효과를 다룬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의 수
립은 지방보건부의 조직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Turnock et al.(1995)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방보건부인증
(Certification of Local Health Departments) 요건 개정, 공중보건리더
십협회(Public Health Leadership Institute) 창설, 국가 건강목표 수립
등 공중보건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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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방보건부의 공중보건업무수행 능력과 가장 강력한 양의 관계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자는 그 이유로 지방보건부는 지역보건의료계
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건강 및 조직 진단(need assessment), 주민
참여를 통해 조직의 강점과 약점,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가 증
가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지방보건부의 역할을 명료하게 할 수 있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달리 계획이 보건부의 프로
그램이나 우선순위, 자원배분 등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
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보건부는 계획 수립에 필
요한 자료의 해석과 응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지역사회 집단
들과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등 조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사례연구에서 관찰되었다(Salem et al., 2005; Myers & Stoto, 2006).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보건부의 조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방보건행정에서 주민 참여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지방보건부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규명하고 이해하며 효
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재정적 자원과 전문성 모두에서 부족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이 직면한 많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여겨졌던 주민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방보건행정에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 강력한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alem et al., 2005).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부터 결과의 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역사회 주민과 조직의 참여를 강조하여,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제공자 뿐 아니라 지방의회, 교육기관, 직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조직 등의 구성원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이다(김성옥과
송건용, 1998; 김춘배 등, 1999; Abarc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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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영향요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몇몇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
진 바에 따르면, 리더십과 자원, 조직 문화 등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은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고 강력한 지역사회 파트너쉽을 구축
하는데 필수적인 까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밝혀졌다(Salem et al., 2005; Shields & Pruski, 2005).
가시적, 비가시적 자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재원은
프로젝트 기반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인건비, 시설과 장비, 회의비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박재용, 1999; Myers & Stoto, 2006;
Pullen et al., 2005; Salem et al., 2005; Shields & Pruski, 2005),
스태프의 기획 역량, 계획수립에 대한 자료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남정자 등, 1997; Myers & Stoto,
2006).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가 지역사회 파트너를 존중하고, 계획수립에 협
력적이며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긍정적이지
만, 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과 우선순
위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yers & Stoto, 2006; Salem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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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주민참여의 정의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참여란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참
여(public participation)2)는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나 계
획이 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과정이다(Glass, 1979). 이때 보건의료정책결정에서 주민이란 전
통적인 의사결정자 이외에 일반주민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자, 비 전
문가 등을 의미한다(Charles & Demaio, 1993).
1960년대 후반 이래로 계획이론에서는 최소의 주민참여를 수용하는
전문가중심의 합리적 종합적 계획접근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나타났고, 1990년대 이래 참여계획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정환용, 2009). 이는 계획의 적법성이 목표에 대해 가장 효율
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합리성에서, 관련 이익집단의 보증과 지지를 중시
하는 합의성을 거쳐, 최근에는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의 개입을 중시하는 참여성으로 그 논리가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Smith, 1973). 근래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계획 사례연구에서 주민
참여 수준이 계획의 구조 뿐 아니라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lair, 2004)
보건의료영역에서도 전문 지식의 정당성과 우월성 상실, 분권화로 인

2)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영어의 citizen particip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등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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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역할 강화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Charles & Demaio, 1993). 특히 보건의료계획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지지는 WHO와 UNICEF의 1978년 알마아타선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 선언의 핵심은 개인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의
계획과 실행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Pivik, 2002).
주민참여는 대응적이고 공평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속성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러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책인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특유의 요구, 가치, 문화와 태도를 계획에 반
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는 건강문
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촉구, 지방보건부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지,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지역사회 내 통제와 권한 이양
(empowerment)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Pivik, 2002;
Turnock et al., 1995). 또한 주민 참여는 지방보건부의 보건사업 수행
에 필요한 새로운 파트너 등 자원 확보,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협력 활동에 지방보건부의 참여 증가, 지방보건부에 대한 이미지 향
상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lem et al., 2005).

2.2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Arnstein(1969)의 사다리 유형론은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에 따라 참여활동을 사다리로 표현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시민참여
는 가장 낮은 수준인 조작(manipulation), 치료(therapy)와 같이 어떤
일을 제시하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참여(non-participation) 형태
에서부터 정보제공(informing), 상담(consultation), 회유(placation)과
같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반응하는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마지막으로

협력(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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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delegated

power), 시민통제(citizen control)와 같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
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국제시민참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는 Arnstein의 틀을 기초로 참여의 목표에 따라 정보제공,
의견수렴, 개입, 공동결정, 시민결정의 다섯 단계로 참여 유형을 구분하
였다.

inform

consult

involve

collaborate

empower

문제와 제시된

대안에

대한

공공사안이나

대안 개발이나

최종결정을

대안에 대해 이

시민의

의견

갈등을 다루는

정책 우선순위

시민이 내림

해를 돕기 위해

조사

과정에

결정에 시민과

시민에게 객관

시민

참여

짝을

적이고 균형있

이루어

협력

는 정보를 제공
지속적 정보제
공

의견수용
의견에
백 제공

직접 시민들과
피드

함께

직접

시민의

시민이

결정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을 실

시민의 의견이

이들의 제안에

행

정책에 반영되

따라

도록 하고 피

결정, 실행

정책을

드백 제공

(출처: 유명순 등, 2012)

OECD는 시민의 권한 수준 및 정책적 영향력에 따라 참여를 세단계로
구분하였다. 정보제공(information)은 시민에 대한 일방향적 관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정부가 주민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능동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협의
(consultation)는 양 방향의 관계로서 대체로 정부가 먼저 주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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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대해 주민의 견해를 묻는 형태를 취한다.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는 정부와의 협력(partnership)에 기초하여 주민이 정책
과정과 내용을 정의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일정한 역할을 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이승종과 김혜정, 2011).
Zimmerman(1986)은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시민이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참여와 공직자가 시민에게 사안에
대해서 또는 사안의 해결방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대안에 관
한 문제와 의견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수동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Arnstein

조작, 치료, 정보제공, 상담, 회유, 협력, 권한이양, 시민통제

국제시민참여학회(IAPP)

정보제공, 의견수렴, 자문협의, 공동결정, 시민결정

OECD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

Zimmerman

능동적 참여, 수동적 참여

주민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여방법을 참여자 특성
으로 투표, 합의회의, 시민배심회의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
는 방식과 공청회와 같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참여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에 따라 서베이처럼 참여자들
의 선호를 일순간에 단순하게 취합하는 방식과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심
사숙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선호를 결정하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회
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영희, 2009).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는 주민총회, 공청회, 시민자문위원회, 시민위원회,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과 같은 능동적인 참여방법과, 정보공개, 여론조사 등과 같
은 수동적인 참여방법도 구분할 수 있고(Zimmerman, 1986),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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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에 따라 백서나 소식지 발간,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공개 등과 같
은 영향력이 낮은 참여방법과 여론조사, 공청회, 정책토론 참여, 입법예
고에 따른 의견제시 등의 중간 수준의 참여방법,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제와 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높은 수준의 참여방법이 있다(이
승종과 김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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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사람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Referenda

최종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관심이 있는 주민으로 장소의 크

계획에 관한 기관의 발표를 수반함

Public

기에 따라 참여자의 수가 제한됨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지만 직접적

hearings

실제 참여자는 전문가와 정치인

인 영향력은 없음

대규모 표본, 대표성있는 인구집

서면 설문지 또는 전화 서베이를

단

통해 이루어짐. 정보 수집을 위해

Public opinion

이용됨

survey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10명～16명

독립적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주

의 대표성 있는 주민

민 패널이 이해관계자 패널에 의해

Consensus

선택된 전문가에게 질문. 공개 회

conference

의. 주요한 질문에 대한 결론은 보
고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Citizens

대표성있는 지역주민 중 이해관계

독립적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주

자 패널이 선정한 12명～20명의

민 패널이 이해관계자 패널에 의해

주민

선택된 전문가에게 질문. 비공개
회의. 주요한 질문에 대한 결론은

Jury/panel

보고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Citizen/ Public
advisory

다양한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시

중요한 이슈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을 대표하기 위하여 스폰서에

스폰서에 의해 소집/회합

의해 선정된 소규모 집단

committee
대표성있는 주민으로 선정된 5

Focus group

퍼실리테이터의 최소한의 개입과

명～12명의 소규모 집단; 하나의

비디오/오디오로 기록되는 자유로

프로젝트를 위하여 여러개의 집단

운 토론. 의견/태도를 가늠(펑가)

이 활용되기도 함

하기 위하여 사용

(출처: Rowe & Frew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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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민 참여의 효과
주민참여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무성, 신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
법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의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Abelson

et

al.,

2010).

Irvin

and

Stansbury(2004)은 주민참여의 효과를 주민의 지식 증가와 협력 확대
라는 과정적 측면과 보다 나은 정책 결정과 실행이라는 결과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Nabatchi(2010)는 주민참여의 효과를 규범적 효과와 도구
적 효과로 구분하고 도구적 효과에 시민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정책과 거버넌스의 향상을 포함시켰다.
Nashkova and Guo(2011)은 정부 관료는 협소하고 전문화된 지식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결과를 예
측할 수 없고, 주민은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방정부의 조직성과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밝혔다. 최
미옥과 이재성(2005)은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
민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종합하면, 주민참여는 민주성 확보라는 규
범적인 가치이외에도 정부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이라는 이점을 제
공한다고 할 수 있다.

2.4 참여수준 측정
앞서 기술한 “주민참여”의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
증근거는 거의 없다. 참여와 관련된 많은 문헌들의 공통된 특징은 참여
의 결과 또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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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평가 여부가 불확실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는 참여의 결과보다 과정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Mitton
et al., 2009).
참여의 결과 또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첫째, 주민참여
는 종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져 평가를 불
필요하게 한다. 즉 주민참여과정의 유무가 성공적인 주민참여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공청회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앞서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실행하는 것 또한 매우 도전적
인 과제이다(Abelson et al., 2010). 둘째 주민참여의 성공과 실패를 판
단할 수 있는 합의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측정도구가 부족하다(Rowe
et al., 2008; South et al., 2005). 건강에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일반적으
로 수용되는 합의가 부족하여 강건한 평가 체계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참여의 질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실증 평가들의 상당수는 성공적인
참여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표성있는 참여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참여가 정책 설정이나 결정에
확실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Rowe & Frewer, 2004).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사례연구가 매번 상
황에 따라 개발되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Rowe and
Frewer(2000)는 보편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주민참
여방법(예. 서베이, 공청회, 투표 등)의 효과 평가, 실제 공청회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참여과정에 대한 설문조사(Rowe et al., 2004),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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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Rowe et al., 2008) 등을 실시하였다.
참여의 평가기준은 과정의 효과적인 구축 및 집행과 관련되는 수용준
거(acceptance criteria)과 과정의 주민 수용과 관련된 과정준거
(process criteria)로 나눌 수 있다. 수용기준은 대표성, 독립성, 초기참
여, 영향 그리고 투명성이 기준에 포함되고, 과정기준은 자원, 과업정의,
구조화된 대화 그리고 비용효과성의 준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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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지방보건행정기관(보
건소)의 전략기획으로 간주될 수 있다(Myers & Stoto, 2006; Lehihan,
2005). 공중보건 영역에서 계획과 계획의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적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Butterfoss et al., 1996; Butterfoss &
Dunët, 2005; Lenihan, 2005) 조직 일반 이론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

3.1 전략기획과 기획능력의 정의
전략기획은 민간조직에 널리 적용되던 관리기법으로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조직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하여 등장하
였다. 이는 공공조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환경의 불확실성과 상
호연관성의 증가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학습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민간조직 뿐 아니라 공공조직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실행하며, 이를 위하
여 파트너쉽을 구축해야한다. 전략기획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공공조직
이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Bryson, 2004), 1980년대 이후 정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Poister & Streib, 2005).
전략기획의 의미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lsen and Eadie(1982)에 따르면 전략계획은 조직의 실제 목표가 무엇
이고, 조직이 특정업무를 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과 행동을 산
출해내는 훈련된 노력이다. Bryson은 Olsen and Eadie의 정의를 바탕
으로 전략기획은 조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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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의사결정과 실천을 위한 훈련된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안영훈
과 장은주(2000)는 이 연구의 대상인 보건소 등 지방정부 조직의 전략
계획을 지방정부의 존립가치와 임무,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우선
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고, 이의 집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도출하는 학습된 과정이며,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현재 상
태로부터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의 기본 틀로서 변화를 관리하
는 실천도구로 정의하였다.

Steiner

기본적인 조직 목표, 목적, 정책 등을 수립하고, 조직의 목표를

(1979)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전략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노력

Olsen & Eadie

조직의 실제목표가 무엇이며 조직이 특정업무를 왜 수행해야 하

(1982)

는지에 대한 결정과 행동을 산출해내는 훈련된 노력

Bryson

한 조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1988)

대한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산출해내는 훈련된 노력

Blacker
(1994)
Arisona 州
(1998)

계획된 미래의 성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성과달성을 측
정․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계속적이고 체계적
인 과정
기관의 임무, 목적과 성과 측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고객, 이해관
계자, 정책결정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참여과정

Positer & Streib

조직의 전략적인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모든 주요한 활동, 기능

(1999)

그리고 지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집중적인 관리과정
조직이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생각하고 수행해야 할 일들

(1999)

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 절차 및 도구
조직내부의 역량과 외부환경의 분석을 통해 조직이 장기적으로

(2004)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이슈를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선택
하고 집행하는 미래지향적인 연속체계

(출처: 김성준과 김용운(2003), 나태준 등(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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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 능력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또는 그 힘의 정도를 의
미하므로 기획능력은 기획을 해낼 수 있는 힘 또는 정도를 말한다.
Rowe et al.(1982)은 기획능력을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
의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조직의 내부와 외부의 요구들 간의 균형
을 유지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하
였다. 노화준 등(2005)등에 따르면 조직의 전략 기획능력은 기존의 조
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상대조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축
적한 다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활동
을 탐색하여 이 중에서 최선을 활동대안을 선택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전략기획은 기획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능력향상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직의 전략기획 과정은 미션 검토, 이해관계자 분석, 조직의
권한 설명, 조직의 내부와 외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전략적 이슈
의 규명, 전략개발, 조직의 비전 개발을 포함한다(Bryson, 2004).

3.2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
민간영역에서 전략 기획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이들 연
구결과의 메타분석을 통해 기획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고(Boyd,
1991; Miller & Cardinal, 1994),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의 성과와 기획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Boyne, 2001; Boyne & Gould-Williams, 2003; Poister & Steib,
2005). 최근 Jung and Lee(2013)는 공공조직의 전략기획능력과 조직
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기획과 조직성과에 대한 측
정의

문제(Boyd

&

Reuning-Elli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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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Boyne

&

Gould-Williams, 2003)와 연구 결과의 변이가 크다는 문제가 남아있지
만(Armstrong, 1982; Boyd, 1991; Miller & Cardinal, 1994) 기획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획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의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
련 연구들은 자원기반관점(RBV, Resource-Based View)과 상황론적
관점(Contingency approach)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원기반관점에 따른 연구들은 조직역량의 원천으로 기획능력을 강조
하였다. 자원기반관점은 조직을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의 독특한 집합체
로 파악하고, 이들 자원과 능력의 차별적 역량에 근거하여 경쟁우위를
얻는다고 주장한다(조동성, 2006). Barney(1991)는 조직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하고(Valuable), 현재나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갖추지
못할 정도로 희소하거나 독특하며(Rare), 쉽게 모방할 수 없고
(Inimitable), 경쟁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다른 자원으로 대체불가능한
(Nonsubstitutable)

특성을

갖는

자원(resources)이나

능력

(capability)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조직으로 쉽게 전이되고, 확보될 수
있는 자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러한 자원이나 능력은 조직이 경쟁우
위를 지닐 수 있는 원천자원이자 핵심역량으로 작용한다(Prahalad &
Hamel, 1990).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능력은 조직의 역량과 능력을 파악하고 이용하
는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외부의 기회와 내부의 강점을 일치시켜 조직
의 성과 향상으로 연결된다. 같은 맥락에서 조직의 핵심역량은 조직 학
습과 참여, 조직내 통합을 필요로 하는바, 기획능력이 이에 기여한다
(Javidan, 1998). 환경 분석과 전략 개발 등 기획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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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지식을 확보․공유․통합함으로써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거나 새로운 조직역량을 창조할 수 있는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y)을 구축하기 때문이다(Bryson et al., 2009). 또한 전략기획
은 의사소통의 장치이자 전략적 의사결정의 주요 조정 매커니즘으로 조
직의 통합, 조정, 의사소통. 광범위한 참여에 효과가 있다(Wolf &
Floyd, 2013). 대표적인 연구로 Spee and Jarzabkowski(2011)는 기획
과정을 최종 전략계획을 만들기 위한 대화와 글로 구성된 의사소통 과정
으로 보고, 전략기획이 조직 전략에 대하여 조직 내․외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계획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상황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은
조직의 상황요인, 그 중에서도 조직의 외부 환경이 조직의 기획과 그 효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Armstrong, 1982; Miller &
Cardinal, 1994; Powell, 1992). 구조적 상황이론은 적절한 조직설계는
조직맥락에 달려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
와 관리방식은 없다는 명제를 기초로 한다(오석홍, 2011). 일례로 조직
을 둘러싼 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환경의 불확실성은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과업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조직은 의사결
정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신유근, 1999).
기획능력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요인들에는 환경의 불확
실성(Armstrong, 1982; Javidan, 1984), 산업의 성숙도와 성장단계
(Bracker et al., 1988), 시장 환경의 적대성(Grinyer et al., 1986), 조
직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 실행의 질, 조직 구조 등이 있다(Shrader
et al., 1984).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기획과 조직성과간의 관
계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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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해왔다(Chakravarthy,

1987).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획은 조직과 환경의 적합성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Armstrong,
1982). 예측불가능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놓인 조직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획능력을 더 필요로 하고, 실증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격변하
는 환경에 직면한 조직들에서 계획-성과의 더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Miller & Cardinal, 1994). 그러나 공공조직만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기획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환경의 조
절효과는 불명확하다. 일부 연구는 계획이 안정된 조건하에서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고,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계획이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Boyne, 2001).

3.3 전략기획 및 기획능력의 측정
기획(planning)을 측정하는 문제는 전략기획연구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Wolf & Floyd, 2013). 조직의 기획은 그 범위와 정도가 다양
하지만 전략기획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기획 여부 또는
계획서 유무로 조직의 기획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기획과 성과의 관계
가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oyne & Gould-Williams,
2003). 이후 관련 연구들은 기획의 형식성, 포괄성, 정교함, 완전성 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측정 체계,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
지 않은 측정도구 이용 등의 문제가 계속 되었고, 이에 Boyd and
Reuning-Elliott(1998)은 미션진술, 경향 분석, 경쟁자 분석, 장기 목
표, 연단위 목표, 단기 실천 계획, 지속적인 평가 등 기획의 형식성을 측
정하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내적 일관성과 타당
도,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형식성의 측정에 근거한 연구들과 반
대로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기획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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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Ramanujam & Venkatraman, 1987) 조
직의 기획을 포착하기 위하여 기획의 형식성과 완전성 측면이 가장 많이
측정되었다(Boy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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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의 틀
1. 분석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주
요 내용은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평가하고,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어
떤 상황에서 기획능력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보건소 기
획능력의 영향요인 및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1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리더십, 조직의 크기와
구조, 이전 경험, 기획에 수반하는 자원, 그리고 주민참여 등이 있다.
리더십은 조직의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가 전략기획에 대한
식견이 높고(Vinzant & Vinzant, 1996) 기획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혁신을 장려할 때 기획은 성공할 수 있다(Nutt & Backoff,
1995). 또한 전략 기획은 종종 다양한 가치와 사고방식을 수용하게끔
요구하는 조직 문화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조직 문화에 대한 관리 또한
리더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Schein, 1985).
조직의 규모가 또한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직의 과정
(process)은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좌우된다(Scott, 1998)는 연구들
에 근거한다. 규모는 복잡성의 구성요소로 규모의 경제와 관련이 있으므
로 기획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요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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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과정과 기획과정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Hendrick, 2003). 일반
적으로 크고 복잡한 조직은 보다 많은 시간, 공식적인 체계, 더 많은 자
원을 필요로 한다(Vinzant & Vinzant, 1996).
기획능력은 기획에 대한 이전 경험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전
략기획 경험이 있는 조직은 용어, 과정, 산출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유리
하기 때문이다(Vinzant & Vinzant, 1996).
그리고 조직의 기획능력은 가시적, 비가시적 자원에 영향을 받는다.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는 예산(Pullen et al., 2005; Salem
et al., 2005), 스태프의 기획 역량, 계획수립에 대한 자료와 기술에 대
한 접근성 등이 있다(남정자 등, 1997; Myers & Stoto, 2006).
마지막으로 기획과정은 외부 참여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 참여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는 정치적 과정과 관련이 있고, 공공영역에
서 기획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Hendrick, 2003).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맥락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Pivik, 2002),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Nashkova & Guo, 2011). 의회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지방정부의
기획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권경득과 우
무정, 2001).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보건소 기획능력은 리더십, 조직규모, 기획 경험과 자원, 주민참여
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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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조직성과의 관계 분석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기획능력은 일반적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황론적 관점에 따르면 기획능력의 효과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두 가지 관점이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기획능력과 조
직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원기반관점과 상황론적 관점이 모두 적
용될 수 있다. 즉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반면, 특
정한 환경 하에서 그것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는 기획능
력의 긍정적인 효과는 특정한 상황에서 긍정적 혹은 매우 가시적인데 반
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정적 혹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론적 관점은 기획능력의 효과에서 조직간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
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획능력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요인 중 환경의 변화는 중요한 예측변수이다. 현대 사
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정
부 역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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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상황 및 맥락으로부터 자신의 정당성과 정체
성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것들을 찾고자 노력한다(정명은,
20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 및 상호작용하는
환경이나 행위자, 열린 지방정부를 이끄는 추동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상호작용하는 주요 행위자 중 가장 일차적
인 관심의 대상은 지역주민이다.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는 정책고
객이자, 재정, 인력, 물적 자원 등의 가시적 자원과 정보, 명성, 평판 등
과 같은 비가시적 자원을 제공하므로(Fung, 2006) 주민을 가시적, 비가
시적 자원을 제공하는 과업환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
황요인으로서 환경의 변화는 조직의 대응성(responsiveness)으로 대체
될 필요가 있고(Nutt & Backoff, 1995), 이때 주민참여수준은 지방정
부의 대응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정명은, 201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만, 기획능력의 효과는 보건소의 대응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조직의 대응성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처를 필요
로 한다. 따라서 대응성이 높은 보건소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역량이 요구되고, 기획능력은 조직역량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대응성이 낮은 보건소의 경우에는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대응성이 높
은 보건소의 경우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보건소의 기획능력과 조직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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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보건소의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주민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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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분석은 우리나라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 단위로 수립하게 되
어있으나, 보건소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존재
하고, 조직 규모, 조직성과 등 주요 변수가 보건소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
문이다.

3)

N

%

N

%

대도시

69

30.0

69

27.3

중소도시4)

75

32.6

98

38.7

농어촌

86

37.4

86

34.0

계

230

100.0

253

100.0

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제주시와 제주서귀포시로 구분하였음.
4) 2개 이상의 보건소를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표적으로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
통구 등 4개),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미시(구미, 선산), 포항시(남구, 북구) 등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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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3.1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분석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실시여부 등 계
획 수립과정은 제3기～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계획에 포함
된 공문, 회의록 등에 대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항목과 기준에 근거
하여 측정되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자는 보건사업계획의 지침개발
및 평가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으로 선정하였고, 평가자간 신뢰도 확보
를 위하여 반복코딩(Wimmer & Dominick, 2000) 기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1차로 분석대상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31개중 10개를 임의
로 선정한 뒤 2인의 연구자가 각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였다. 1차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연구자 간 일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토의하여
조정과정을 가진 후 10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무작
위로 선정한 30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가하여 총 40개의 계획(전
체 분석대상의 17%에 해당)에 대하여 2차 연구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
다. 신뢰도 측정은 Holsti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후 2인의 연구자가 나
머지 191개의 계획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에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동일한 과정으로 평가자간 신뢰도
를 측정하고 2인의 연구자가 계획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4기와
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이 다소 상이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4기, 5기 계획을 평가를 통해 확보된 평가의 신뢰도를 근거로 1인의
연구자가 전수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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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6

190

80.5

4

235

229

97.5

5

231

231

100.0

702

650

92.6

3.2 설문조사
보건소 기획능력의 영향요인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 현황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전국 253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는 한국건강증진재단의 협조를 받아
공문과 함께 정부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었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
하여 회신은 개인적으로 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0년 12월
과 2011년 1월, 두 달 동안 실시하였는데 이는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이 완료되고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맞물리는 시기로 4기 지
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 및 효과,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현황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
여 회신하지 않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1차와 2차에 걸쳐 독려 전화를 하
였고, 조사의 응답률은 65.6%(166명)이었다.
조사표본의 인구통계적 구성은 표 Ⅲ-3과 같다. 표본의 지역유형은
농어촌지역(37.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36.1%), 대
도시(26.5%)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74.7%)이 남성(25.3%)보다 많았
고, 연령은 40대(67.75%)가 가장 많았다. 표본의 직렬은 보건직
(49.1%)이 가장 많았고, 간호직(24.9%), 행정직(1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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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44

26.5

중소도시

60

36.1

농어촌

62

37.4

여

118

74.7

남

40

25.3

20-29세

5

3.0

30-39세

29

17.7

40-49세

111

67.7

50-59세

19

11.6

보건직

81

49.1

간호직

41

24.9

행정직

22

13.3

기타

21

12.7

3.3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
계량분석에서 설명하지 못한 현상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과정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지역보
건의료계획 담당자,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을 실
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3월에 실시한 2개의 포커스 그룹과 2013년 6월
과 7월에 실시한 5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포커스
그룹이 각 2시간, 심층면접은 1시간에서 1시간 15분가량이 소요되었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참여자 5-6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주
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고,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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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structured interview)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일
대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였고 녹
취를 풀어 스크립트를 완성하였다.
면담의 시작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광범위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여자의 이
야기 흐름을 끊지 않고 경청하면서 진행 과정에 따라 점차 세부적인 질
문으로 자연스럽게 범위를 좁혀 들어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
으로 보건소의 계획수립 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십시오.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중 주민참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
기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구체적으
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인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만약 변화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십시오.
연구대상은 질적 접근 방법을 취할 때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
한 전략으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보건소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전·현직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과 심층면접
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총 16개 보건소이다. 대상 보건소의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의 소재 지역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였다. 지역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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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보건소 8곳과 농어촌지역 보건소
8곳을 선정하였다. 둘째, 보건소 기획능력을 고려하였다. 양적 분석을 통
해 산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점수를 기준으로 보건소 기획능력이 높은
9곳과 낮은 7곳을 선정하였다.

5
A

도시

우수

여

의무

4

심층면접

B

도시

우수

여

행정

7

심층면접

C

도시

부진

여

행정

8

포커스그룹

D

도시

우수

여

행정

7

포커스그룹

E

도시

부진

여

간호

7

포커스그룹

F

도시

부진

여

보건

6

포커스그룹

G

도시

우수

여

간호

7

포커스그룹

H

도시

우수

여

간호

7

포커스그룹

I

농어촌

우수

여

간호

7

심층면접

J

농어촌

우수

여

간호

6

포커스그룹

K

농어촌

부진

여

간호

7

포커스그룹

L

농어촌

부진

여

간호

7

심층면접

M

농어촌

우수

여

간호

7

심층면접

N

농어촌

부진

남

기술

7

포커스그룹

O

농어촌

우수

여

보건

7

포커스그룹

P

농어촌

부진

남

보건

6

포커스그룹

3.4 자료원
가.「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결과
보건소 성과 중 지역보건사업 실적 및 결과와 조직 규모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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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인력현황자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증진재단의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
획 시행」평가결과를 이용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온라인 입력시스템과 현지점검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보
건소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나.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소 성과 중 이용자만족도는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 지역사회건
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
산 등을 위하여 보건소 단위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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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측정
4.1 보건소 기획능력
기획능력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외부와 내부의 영향력에 의해 부과된 요구들 간의 균형을 유
지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의 능력(Rowe at al.,
1982)이다.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차원으로서 기획능력은
목표나 전략이 명백하게 표현되거나 문서로 기술된 정도를 나타내는 형
식성(formality), 조직의 모든 기능에 대하여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정
도인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직 내․외부에 대한 환경 분석, 목
표 설정, 전략 개발 등 기획의 전 과정에 대하여 계획이 다루고 있는 정
도인 완전성(completeness), 예측의 정확성,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같은
기준에 충족하는 정도인 질(quality),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지지 정도
와 같은 기획 과정에 투입한 자원의 정도를 의미하는 노력(intensity)
등의 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다(Boyne, 2001). 이 연구에서 보건소의 기
획능력은 Butterfoss et al.(1996)이 지역사회 건강계획의 질을 평가하
기 위하여 개발한 PQI(Plan Quality Index)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서식
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보건소 기획능력 평가도구는 계획의 형
식성과 완전성을 측정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한 충족정도를 근거로 이루어져 계획의 질 또한 고려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도구는 기획능력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
어 보건소의 기획능력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평가도구
는 3개 평가부문, 16개 평가항목(criteria), 29개 평가지표(indicator)로
재구성하여 개발하였고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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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는가?

1

건강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는가?

1

공공보건기관 및 지역보건체계를 분석하였는가?

1

자료의 수집, 분석, 이용은 적절하였는가?

3

SWOT분석을 실시하였는가?

1

환경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목적을 설정하였는가?

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은 타당하였는가?

2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가?

1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전략이 선택되었는가?

2

생태학적 접근의 중재전략을 수립하였는가?

1

활동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4

공공보건조직 내/외 협력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자원확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평가부문은 구체적으로 환경 분석, 목표설정, 전략개발로 구분하였다.
환경 분석의 평가항목은 지역사회 건강의 결정요인, 지역사회 건강수준,
공공보건기관 조직 등 5개이고, 목표설정의 평가항목은 환경 분석과 목
적의 연관성, 목적의 적합성, 목표의 포괄성 등 4개이며, 중재전략은 중
재전략의 적합성, 중재전략의 포괄성, 협력의 구체성 등 7개이다. 평가지
표와 평가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지역사회 건강의 결정요
인’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물리적 환경, 교육․경제수준, 사회보장 등 사회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가?’ 이고 평가기준은 충분/보통/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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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영역을 모두 분석한 경우 충분, 1개 영역을 누락한 경우 보통,
2개 영역 이상을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구분하였다(부록 1. 참고).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문항내적 합치도(Kuder-Richardson), 채점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로

측정하였다.

평가항목의

Cronbach’s alpha는 .78이고, Holsti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평가자
간 일치도 평균은 4기 83.02% 5기 85.43%였으며, 각 항목별로 77.5%
이상의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삼각
측량(triangulation)의 일환으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
료계획을 통해 보건소 기획능력을 측정한 결과와 지역보건의료계획 담
당자들의 자가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는 .17(p<.05)로 나타
났다.

4.2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참여수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는 Rowe and Frewer(2000)가 개발한
효과적인 참여의 평가항목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서식에 맞추어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평가도구는 5개 평가항목(criteria), 21개 평가지표
(indicator)로 재구성하여 개발하였고,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은 대표성, 시의성, 포괄성, 투명성, 영향력이다.
평가지표는 대표성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서베이를 실시하였는
가?, 취약집단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
원회 위원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평가기
준은 예/아니오로 구분하였다(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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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시의성
포괄성
투명성
영향력

주민 참여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
을 대표할 수 있는가?
주민참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되도록 빨리,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었는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였는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여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가?
주민참여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에 의한 계획 승인
이 이루어졌는가?

3
4
4
4
6

평가항목의 Cronbach’s alpha는 .60이고, Holsti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평가자간 일치도 평균은 4기 94.88% 5기 92.98%였으며, 각 항
목별로 80% 이상의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보건소 기획능력과 마찬가지
로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수준을 측정한 결과와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들의 자가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는 .21(p<.01)로 나
타났다.

4.3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은 Poister and Streib(2005)가 미국 지방정
부를 대상으로 전략계획 수립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
정도구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측정도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자원 배분과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10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은 완전
히 부정, 5는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낸다(부록 3. 참조).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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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는 .92이다.

4.4 조직성과
종속변수인 조직의 성과는 정의하고 측정하기에 어려운 개념으로
(Venkatraman & Ramanujam, 1986) 특히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공공영역에서 조직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개된 지
표들에 근거한 ‘객관적인’ 척도나, 조직의 구성원들의 인식에 근거한 ‘주
관적인’ 척도를 이용하였다(Boyne & Gould-Williams, 2003). 본 연구
는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재구성하여 보건소의 조직성과를 측
정하였다.
조직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볼 때, 조직성과의 준거(평가 항
목)는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의 양과 질이라
할 수 있다(Scott, 1998). 이에 본 연구는 보건소 조직의 성과를 보건소
가 수행하는 지역보건사업의 양과 질로 정의하고, 지역보건사업 실적 및
결과, 이용자 만족도를 합산하여 보건소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지역보건
사업 실적 및 결과는 보건소업무수행성과평가체계개발(김철웅 등,
2007)」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체계 연구(김상용 등,
2008)」등을 통해 개발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결과를 이
용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는 구조, 과정, 결과로 구성되는
도나베디안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는 공중보건시스템 성과측정의 개념
틀(Handler et al., 2001)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방문건
강관리사업,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현재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
는 주요 9개 보건사업에 대하여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등 4개 요소를
평가하며, 총 63개 평가항목 10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인력과 예산의 충분성 등으로 평가되는 투입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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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평가항목 75개 평가지표의 점수를 보건소 성과로 반영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보건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의 만족도
로 측정문항은 ‘보건기관의 서비스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
까?’이고, 5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1은 완전히 부정, 5는 완전
히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4.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영향요인
1) 이전 경험(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의 관련 경험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보건법
에 의해 모든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획 수
립 경험 여부로는 보건소를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Carmeli and
Tishler(2004)가 지방정부의 조직능력(organizational capability)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조직 관리능력, 조직평판에 대
한 인식, 조직문화 등 3개의 요소로 재구성하였고, 모든 항목에 5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은 완전히 부정, 5는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
을 나타낸다(부록 3. 참조).
조직 관리능력은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자원배분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 보건소 직원에 훈련과 개발의 기회 제공’ 등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Cronbach’s alpha는 .87이다.
조직평판에 대한 인식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지역보건 관계자의
협력과 지지’, ‘지역주민의 보건소 및 보건소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
등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Cronbach’s alpha는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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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직문화는 ‘보건소의 비전과 미션 공유’, ‘보건소내 타 부
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력’ 등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Cronbach’s alpha는 .86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증분적합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FI, TLI, CFI의 값이 모두 기준치 .90 이상으로 변수들이 변별력 있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들의 요
인 적재량이 모두 .68 이상으로 기준치 .50 이상을 충족하여 개념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모두 .91
이상,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가 모두 .70 이상으로 내적 일
관성이 확보되었고, 판별 타당성 검토결과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소의 결
정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능력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 외 변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전 직원의 공유정도, 지역보
건의료계획 수립의 인센티브 기대수준, 계획수립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의 확보수준 등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부록 3. 참조).

4.6 통제변수
1) 지역유형
도시 지역은 시골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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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Boyne, 2001), 우리나라 보건소는 지역유형별로 보건지소와 보건진
료소 등 하부기관의 유무, 조직 구조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유형은
보건소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유형은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지역), 중소도시(시지역),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구분하
였다.

2) 보건기관 공무원 수
조직의 규모는 실제 성과의 규모 뿐 아니라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반영하는 변수로(Scott, 1998), 가장 널리 이용되는 측정
지표는 직원 수이다(Price, 1997). 이 연구에서 조직규모는 보건복지부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자료의 공공보건기관의 공무원
수로 측정하였다.

3)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보건의료서비스전달은 매우 노동집약적인 까닭에(Franco et al.,
2002) 공공보건기관의 성과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인구 당 직원 수
에 영향을 받는다(Erwin, 2008). 공공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수를 공무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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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앞에서 연구의 목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세 가지 독립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제3기, 4기,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거치면서 기획능력
과 주민참여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는 기획능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제5기 지
역보건의료계획으로 측정한 보건소 기획능력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기획능력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소 기획능력의 주효과와 주
민참여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10년도 보건소 지역
보건사업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로 측정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측정한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보건소 기획능력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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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변화
그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지
역보건의료계획 도입을 통해 도모하고자 했던 보건기관의 기획력 제고
는5)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기준으로 평균 38
점에서(송건용, 1997)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 결과 평균 77.7
점으로 기획력이 향상되었고(이화경 등, 201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보건요원의 참여 및 공동작업,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그룹
과의 연계활성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업 수행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나(송건용, 1997; 이신호 등,
2002), 각 지역보건의료계획마다 모두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가 이
루어져 평가결과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제3기, 4기,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분석을 통해 보건
소 기획능력과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비교함
으로써 보건소 계획수립과정과 기획능력, 주민참여의 변화를 파악하였
다.

1.1 계획수립과정

5)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목적으로 보건사업 기획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계획은 조직의 핵심역량이므로 여기서의 기획력은 단순히 계획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업
및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구축 등을 포함하는 조직역량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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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의 계획수립활동 현황
3기-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 수립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3기
계획은 평균 7.9개월, 4기 계획 7.3개월, 5기 계획 6.2개월로 점점 계획
수립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림 Ⅵ-1에서 3기와 4기 계획은 수립기간 6
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인 곳이 각각 89.2%와 77.6로 가장 많았으나 5기
계획의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곳이 55.4%로 가장 많았다.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는 3기 20.6%, 4기 22.4%, 5기 18.7%로 큰 변화
가 없었다(그림 Ⅵ-2).
89.2

6.3
3기

3.6
0.9
77.6

19.7
4기

2.7
0.0
40.3

55.4

1.3

5기
3.0
0.0

20.0
3개월 이하

40.0

60.0

3-6개월

6-9개월

3기

20.6

79.4

4기

22.4

77.6

18.7

5기
0.0

80.0

100.0

10개월 이상

81.3

20.0

40.0
실시

60.0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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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 담당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담당
자는 계획수립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보건소의 전 직원에 계획
작성 내용 및 방법을 전달하며, 전체 계획수립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역할
을 수행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의 약 과반수는 보건직 공무원이
었고, 3기에는 행정직이 27.8%, 5기에는 간호직이 22.9%로 뒤를 이었
다. 계획 담당자 직렬의 변화를 살펴보면 3기의 경우 계획 담당자의
27.8%가 행정직이었으나, 4기에 21.8%, 5기에는 15.9%로 감소하였고,
별정직 ․기능직 등 기타직은 3기 계획 담당자의 5.3%를 차지하였으나 5
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그림 Ⅵ-3).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의 직급은 7급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3기
계획 담당자의 23.5%가 8급 이하 공무원인 것과 비교해 5기 계획 담당
자의 12%만이 8급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 업무에서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중요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Ⅵ-4).
41.4

17.2

27.8

3기

5.3

8.3
49.7

15.8

21.8
10.9

4기
49.0

22.9

1.8

15.9
12.1

5기
0.0

20.0
보건직

40.0
간호직

60.0
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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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의료기술

100.0
기타

10.6

65.9

3기

23.5
20.2

69.6
10.1

4기
8.9

79.1
12.0

5기
0.0

20.0

40.0
6급 이상

60.0

80.0

100.0

8급 이하

7급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의 평균 팀원 수는 3기 19.5명, 4기 22.5명,
3기 23.3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계획 수립팀원 수 분포를 보면 팀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3기에 8.1%인 것에 비해 5기에는 4.9%로 줄
었다. 반면, 팀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3기에 8.1%였으나 5기에는
19.6%를 차지하였다(그림 Ⅵ-5).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 수는 3기
평균 5.8회, 4기 4.7회, 5기 4.8회로 3기에 비해 4기와 5기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Ⅵ-6).

3기
51.4

8.1

8.1

32.4

4기
5.5

41.2

4.9

42.5

38.7

14.6

5기
0

18.6

34.1

20

40

10명 이하

11-20명

60
2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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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1명 이상

100

3기
33.7

32.6

18.5

15.2

4기
37.3

44.1

11.0

7.6

5기
42.0

0

17.7

34.3

20

40

3회 이하

4-6회

60
7-9회

80

6.1

100

10회 이상

계획수립과정을 종합해 볼 때, 계획수립기간은 줄어들고 계획수립 담
당자의 행정직, 기능직 별정직과 8급 이하 공무원의 비율은 줄었으나,
계획 수립팀원 수는 증가하였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율은 변화가
없었다. 계획수립과정의 변화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경험
축적, 작성서식의 간소화 등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편의성이 높
아졌고, 보건소 업무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참여현황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별 이용율(실시율)은 공청회를 제외
하고는 3,4,5기를 거쳐 모두 증가하였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준
으로 주민참여 방법별 이용율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93.5%로 서
베이 92.2%, 지방의회의결 90.5%, 주민공고 81.8% 순으로 높았고, 공
청회 이용율 1.7%에 불과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용율은 3기
22.6%, 4기 78.6%, 5기 93.5%로 주민참여 방법 중 증가율이 가장 높
았다(그림 Ⅵ-7). 주민참여가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
여 공청회와 공고 실시 결과를 파악한 결과 공청회 실시 수 공청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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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고 계획에 포함한 비율은 4기 41.9%, 4기 66.7%로 낮았다.
주민공고의 경우에는 결과를 기록한 비율이 더 낮았는데 5기를 기준으
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공고 실시율은 81.8%였으나 실제 주민공고
후 주민의 의견을 기록하고 계획에 포함한 비율은 그중 1.6%에 불과하
였다(그림 Ⅵ-8).

80
60

93.5

92.2

100

81.8

75.1

90.5
86.0

78.6

68.4

53.2

51.1

40
13.511.7

20

22.6

22.1

0
서베이

공청회

주민공고

3기

4기

지역보건의료

지방의회

심의위원회

의결

5기

66.7

70
60
50

41.9

40
30
20
10

4.8

1.7

1.6

0
공청회 결과 기록

공고 결과 기록

3기

4기

5기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 평균 위원 수는 3기 13.3명, 4기 13.2명, 5기
13.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위원회 구성을 위원의 소속별로 살펴보
면, 의료기관이 3기 4.1명, 4기 4.0명, 5기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부구청장, 부시장 등을 포함한 보건소 외 공무원이 3기 2.1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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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8명, 5기 1.9명으로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위원 소속별 위원회 구성
은 3기, 4기, 5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3

4

5

N

%

N

%

N

%

보건기관 공무원

1.4

10.53

1.5

11.36

1.7

12.69

보건소외공무원

2.1

15.79

1.8

13.64

1.9

14.18

의료기관

4.1

30.83

4.0

30.30

3.8

28.36

학계

1.4

10.53

1.6

12.12

1.6

11.94

지방의회의원

1.1

8.27

1.1

8.33

1.1

8.21

공공기관

0.5

3.76

0.7

5.30

0.6

4.48

건강관련단체

0.3

2.26

0.3

2.27

0.3

2.24

사회복지시설

0.2

1.50

0.3

2.27

0.3

2.24

행정협조조직

0.1

0.75

0.1

0.76

0.2

1.49

사회봉사조직

0.7

5.26

0.6

4.55

0.6

4.48

0.6

4.51

0.6

4.55

0.7

5.22

교육기관

0.2

1.50

0.1

0.76

0.2

1.49

직장, 군대 조직

0.1

0.75

0.1

0.76

0.1

0.74

기타

0.5

3.76

0.4

3.03

0.3

2.24

13.3

100.0

13.2

100.0

13.4

100.0

회원이익증진
또는 친목조직

계

심의위원의 소속을 공무원(보건소 내․외 공무원), 전문가(의료기관과
학계), 시민(공무원과 전문가,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으로 유형을 구분
한 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 유형이 3기 41.4%, 4기 42.4%, 5기
40.3%로 많았고, 주민은 3기 28.6%, 4기 29.6%, 5기 30.6%로 지역보
건의료계획전체 심의위원의 3분의 16)에도 못 미쳤다.
6) NHS는 지역수준에서 서비스의 변화 등을 결정하는 Independent Reconfigurational Panel과
NHS Modernisation Board의 3분의 1을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orth & Wer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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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1.4 42.4 40.3
40
30

28.6 29.6 30.6

26.3 25.0 26.9

20
10
0
공무원

전문가
3기

4기

주민
5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사업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지역
사회 건강문제, 건강문제해결전략, 전략실행방안 4가지 주제로 구분한
후 각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시
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3,4,5기를 거쳐 각 주제에 대하여 논
의한 보건소가 증가하였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의 건강문제와 건강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논의는 분석대상 보건소의
61.1%, 73.6%에서 이루어졌으나 전년도 보건소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는 분석대상의 7.4%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80.0

61.1

60.0

41.7

40.0
20.0
0.0

2.3

14.4

7.4

59.4

73.6

37.2

39.5 42.8

52.3

11.6

전년도 시행결과 지역사회건강문제 건강문제해결전략

3기

4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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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전략실행방안

1.2 보건소 기획능력의 변화
3기-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보건소의 기획능
력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평가기준과 평
가방법을 이용하여 제3기, 4기,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대상으로 보건
소 기획능력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3
기 43.96점, 4기 59.82점, 5기 69.80점으로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N
제3기

204

10

72

43.96

11.989

제4기

245

30

99

59.82

12.496

제5기

249

27

96

69.80

14.431

점수구간별 보건소 분포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30점 이
하인 보건소는 29곳(14.2%)이었으나 4기와 5기에는 각각 1곳(0.4%)
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기획능력이 91점 이상인 보건소는 3기에는 한 곳
도 없었으나 4기에 3곳(1.2%), 5기에 19곳(7.6%)으로 늘었다.

3
N

4
%

N

5
%

N

%

30점 이하

29

14.22

1

0.41

1

0.40

31-50점

111

54.41

58

23.67

21

8.43

51-70점

63

30.88

130

53.06

108

43.37

71-90점

1

0.49

53

21.63

100

40.16

3

1.22

19

7.63

245

100.00

249

100.00

91점 이상
합계

204

100.00

가장 많은 보건소가 분포하는 점수구간은 제3기 31-50점 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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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이(54.5%) 속했고, 4기와 5기는 51-70점 구간으로 130곳
(53.1%)과 108곳(43.4%)이 해당 구간에 분포했다.
60

54.4

53.1

50

43.4
40.2

40

30.9

30
20

23.7

21.6

14.2
8.4

10

0.5

1.2

0.4

7.6

0.4

0
3기

30점 미만

4기

31-50

51-70

5기

71-90

90점 이상

보건소 기획능력 평가결과를 평가부문별 성취도(100점 만점으로 환
산)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Ⅵ-12와 같다. 3기를 기준으로 성취도가 가
장 낮은 부문은 전략개발(33.6%)이었고, 환경분석(64.7%)은 높은 편
이었으나 5기를 기준으로는 전략개발(86.2%)이 가장 높았다. 평가부문
별 성취도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환경분석은 3기 64.7%, 4기 72.2%, 5
기 81.2%로 3기에서 4기에 1.11배, 4기에서 5기에 1.13배 증가하였다.
목표설정은 3기 36.9%, 4기 52.6%, 5기 65.2%로 3기에서 4기에 1.43
배, 4기에서 5기에 1.24배 증가하였다. 전략개발은 3기 33.6%, 4기
59.8%, 5기 69.8%로 3기에서 4기에 1.77배, 4기에서 5기에 1.16배 증
가하였다. 따라서 성취도 변화는 전략개발의 3기에서 4기에 1.77배 증
가로 가장 컸고, 환경분석의 3기에서 4기에 1.11배 증가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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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6.2

81.2
80

74.2

72.2

65.2

64.7
60

52.6
36.9

40

33.6

20
0
환경분석

목표설정
3기

4기

전략개발

5기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3,4,5기 보건소 기획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값이 217.06, 유의확률이 .00(p<.001)으로 3,4,5기 보건소 기획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S)

(df)

(MS)

3,4,5기

65046.034

2

대상

43207.062

198

218.217

오차

59333.300

396

149.832

전체

167586.396

596

32523.017

F
217.064***

*** p<.001

1.3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참여 평가결과의 변화
주민참여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
나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주민참여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져왔
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첨부된 공문, 회의록, 사진 등 관련 자료로 공청
회, 공고, 심의위원회 등의 실시여부만 파악하였고, 참여의 질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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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기, 4기,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를 평가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3기 3.53점, 4기 7.32점, 5기 9.36
점으로 주민참여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하여 측정한 결과 3기 18.1%, 4기 36.4%, 5기 46.5%로 성취도가 여
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N
제3기

204

0

12

3.53

2.791

제4기

243

0

14

7.32

3.491

제5기

249

1

15

9.36

2.722

성취도 구간별 보건소 분포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30%
이하인 보건소는 177곳(86.8%)으로 분석대상의 대부분이 이 구간에
분포하였으나 4기에는 100곳(41.2%) 5기에는 46곳(18.5%)으로 감소
했다.

3
N

4

5

%

N

%

N

%

30% 이하

177

86.8

100

41.2

46

18.5

30-50%

22

10.8

100

41.2

116

46.6

50-70%

5

2.5

43

17.7

84

33.7

3

1.2

249

100.00

70-90%
90% 초과
합계

204

100.00

243

100.00

주민참여 평가결과가 70-90%구간인 보건소는 3기와 4기에는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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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었으나 5기에 3곳(1.2%)으로 늘었고, 주민참여 성취도가 90% 초
과한 보건소는 3기, 4기, 5기를 통틀어 한 곳도 없었다.
100

86.8

80
60

46.6

41.2 41.2

33.7

40
20
0

18.5

17.7

10.8
2.5 0.0
3기
30% 미만

1.2

0.0

4기
30-50%

50-70%

5기
70-90%

90% 초과

평가결과를 평가항목별 성취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Ⅵ-15와 같다.
3기를 기준으로 성취도가 가장 낮은 부문은 3.5%인 시의성이었고, 대표
성이 28.0%로 가장 높았다. 시의성은 3기와 마찬가지로 5기에서도 성
취도가 26.5%로 가장 낮은 항목이었고, 5기에서 성취도가 가장 높은 항
목은 영향력으로 55.7%였다. 주민참여자의 인구집단 대표성은 3기
28.0%, 4기 32.0%, 5기 36.5%로 3기에서 4기, 4기에서 5기가 동일하
게 1.14배 증가하였다. 주민참여의 시의성은 3기 3.5%, 4기 15.0%, 5
기 26.5%로 3기에서 4기에 3.29배, 4기에서 5기에 1.77배 증가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포괄성
은 3기 5.3%, 4기 31.0%, 5기 45.5%로 3기에서 4기에 5.85배, 4기에
서 5기에 1.47배 증가하였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은 3기 18%, 4기
39.3%, 5기 48.8%로 3기에서 4기에 2.18배, 4기에서 5기에 1.24배 증
가하였고, 주민참여의 영향력은 3기 20.7%, 4기 44.3%, 5기 55.7%로
3기에서 4기에 2.14배, 4기에서 5기에 1.26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성취
도의 변화는 포괄성이 3기에서 4기에 5.85배 증가하여 변화가 가장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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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표성이 4기에서 5기에 1.14배 증가하여 변화가 가장 적었다.
60

55.7
48.8

45.5
40

20

46.5

44.3
39.3

36.5
32.0
28.0

26.5

20.7

18.0

15.0
3.5

36.4

31.0
18.1

5.3

0
대표성

시의성

포괄성
3기

투명성
4기

영향력

총점

5기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3,4,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참여 평가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값이 216.51, 유의확률이 .00(p<.001)으
로 3,4,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SS)

(df)

(MS)

주민참여

3393.716

2

1696.858

보건소

3072.284

392

7.837

오차

2449.178

196

12.496

전체

8915.1780

590

*** p<.001

1.4 고찰
1) 분석 결과에 대한 고찰
가. 보건소 기획능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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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16.506***

보건소 기획능력을 나타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존에도 농어촌의
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되어 왔다. 평가
결과는 199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평균 38.1점7)(송건용, 1997), 제1
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평균 66.3점(박재용, 1999)8),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균 62점9)(이신호 등, 2002),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균
75.6점(이신호 등, 2003),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균 72.5점10)(이신
호 등, 2007),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균 77.7점(이화경 등, 2011)
으로 1기에 비해 2기와 3기의 점수가, 4기에 비해 5기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마다 모두 다른 평가기준과 방법으
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고, 따라서 보건기
관의 기획능력 향상을 판단하는 근거로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제3기, 4기,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평가하여 보건소 기획능력을 측정하였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3기 43.96점, 4기 59.82점, 5기 69.80점으로 향상되었고 그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보건소의 기획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3
기에 비해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건소 기획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는
데, 이는 심층면접의 참여자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기까지 대
부분의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등 보
건소 내 소수의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의 서식을 채우기에 급
급한 과정이었다면, 4기부터는 보건소 전 직원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자
료를 이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진화하였다.
7) 38.1점은 100점 환산시 점수로 실제 평가결과는 278점 만점에 평균 106점이었음
8)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평점임
9) 62점은 100점 환산시 점수로 실제 평가결과는 200점 만점에 평균 124점이었음
10) 72.5점은 100점 환산시 점수로 실제 평가결과는 11점 만점에 평균 79.7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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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때만해도 그냥 그게 전 직원이 참여하기보다도 몇 명, 몇 명만 이렇게 해
서 했던 것 같아요. 몇 명만 이렇게 해서 그전에 했던 거 거기서 조금 더 고치고
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다른데 잘 됐다고 한데 이런데 벤치마킹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고 4기 때, 4기 때부터 좀 체계가 좀 잡혀간 듯해요(M).”

“보건소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지역 내에 관련되어있
는 기관들 의견을 좀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국건영 자료나 서울시는 건강 조사한
지표나 그런 2차 자료, 그리고 나름대로 1차적으로 지역 내에서 조사했던 자료
모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만든 게 이제 4기부터 좀 된 거 같아요(A)."

보건소 기획능력의 변화는 훈련과 경험 축적을 통해서 뿐 아니라 지속
적으로 확대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원체계에도 영향을 받았다. 보건복
지부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 건강자료 중 제3기에는 5대 사망원인
과 저체중출생아 비율만을 제공하였지만, 제4기에는 사망률과 건강보험
공단의 협조로 만성질환 관리율, 다빈도 질환 등 의료이용 자료 등을 제
공하였다. 제5기에 이르러서 보건소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망률
등의 자료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건강행태 및 이환 등에 관한 지
역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전국 16개 시도별 광역기술지원단을 통해
지자체 자문 및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와 유사하게 Butterfoss et al.(1996)의 PQI를 수정하여 개발
한 PPI(Program Plan Index)로 보건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11)
(Parra-Medina et al., 2003)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평가결과는 PPI 평가결과에 비해 다소 미흡하지만, 4기와 5기 지
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는 PPI 평가결과 보다 우수한 편이었다.

11)45개 카운티의 보건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30점 이하 12곳(26.7%), 31-50점과 51-70점
이 각각 14곳(31.1%), 71-90점 4곳(8.9%), 91점 이상 1곳(2.2%)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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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참여 수준의 변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수준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3기 3.53점, 4기 7.32점, 5기 9.36점, 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여 측정한 성취도는 3기 18.1%, 4기 36.4%, 5기 46.5%였다. 비록
3기, 4기, 5기 계획을 통해 주민참여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베이, 공고, 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
참여방법이 이용되고, 주민참여 방법의 이용율이 3,4,5기를 거쳐 증가했
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단적인 예로 주민
공고를 꼽을 수 있다. 5기 계획에서 주민공고를 실시한 보건소는 분석대
상의 81.8%인데 반해 그 중 1.6%만이 공고의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보건소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
대로 전달되었는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실시율
은 증가했지만 전문가와 행정관료 중심의 위원회 구성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처음 작성한 1997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와 비교하면(김성옥과 송건용, 1998) 참여방법의 이용율은 높
아졌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형식적
인 이용은 비단 지역보건의료계획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이기
는 하다(서순복, 2002; 안태환, 2002).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해 밝혀진 주민참여의 실태는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현재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에 대
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청회, 주민 공고 등은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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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 의결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라니까 하고 또 모든 사업들이 어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
게 그런 공청회나 공고나 하긴 하지만 거기에 뭘 기대하고 하진 않죠.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평가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주민의 알권리를 준다, 그 정도. 그 정도였던 거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조금 알리는 그런 건 있지만 공고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열람하고 그거를 정말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이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중소도시라서 그런지 그런 경험은 저도 없어요

(I).”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한다고 해도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
르고 양도 되게 많고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아는 하나 노인이면 노
인건강관리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자기네하고 관련돼 있는 거를 물어보고 전체적인 거를 보시지를 못하거
든요(L).”
“심의위원회는 그 위원님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나 뭐
저기 교수님이나 구위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
누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획이요 다 흐트러져요. 만날 때마다 ...(중략)
그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경직돼있어요. 회의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F).”

“의회의 이렇게 가서 의원들 앞에 책상 앞에 하나씩 딱 갖다 놓거든요. 심의
받을 때. 갖다 놓으면 한 페이지 읽어보면 다 읽어본 겁니다. 솔직히. 이 책은 우
리가 참 한달 동안 몇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 앞에 놨는데 딱 보
는 거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건지소가 자기 관할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가 있
나 간호사가 몇 명 들어갔느냐 이것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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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민역량과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는 주민의 적극성과 역량에 따라 참여활동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역량(시민역량)은 법적․윤리적 차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과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득력 있는 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의미한다(이승종과 김혜
정, 2011). 참여자들은 주민들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소극적이고, 지역의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역량이 부족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게 그 부분이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금방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거를 보고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I).”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참여의식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놓고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안하잖아요. 듣기
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훈련이 그러게요. 얼마나 잘 돼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순 있어요. ...(중략) 그리고 이제 전혀 엉뚱한 얘기나 주제와 맞지 않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M)”

참여는 시민과 공무원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
는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참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주민참여가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태도 또한 지적되었다. 성공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인적․물적 자원, 시간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주
민참여의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시간, 인센티브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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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건강문제를 얘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
웠다.
“일단은 제가 정성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들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
는데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
면서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 되고 그 환경도 파악을 하면서 끄집
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략) 정말 직원들이 바쁜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데다가(L)”

"시간이 정말 없어서 마을회의라는 건 정말 어렵구요. 몇몇 보니까 마을회의를
한다고 해도 회의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어서
좀 어렵더라고요(A)."

“너무 경직돼 있고 또 요즘에 그냥 공짜로 오시는 거 싫어해요. 일반인들 특히
나 시간 맞추기 굉장히 힘들고 점심시간도 다 틀리고. 또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전혀 세울 수 없어요(F).”

기존의 주민참여를 평가한 연구는 주민참여자(주민참여를 이용한 주
민)가 참여를 평가하였기 때문에(Halvorsen, 2003; Rowe et al.,
2008; Walls et al., 2011) 본 연구 결과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지
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성취도가 50% 미만이라
는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개선
할 필요가 높다는 것이고,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실태와 원인이 확인되
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의 참여자 A의 사
례를 통해 살펴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공무원이 주
민 참여의 의의를 인식하고, 노력하여 보건소와 주민 간에 관계를 형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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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시민참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일수도 있지만 ○
○구 입장에서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2005년부터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으면
서 보건소 사업이 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만들어 주민이
참여하면서 주민과 함께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 에요. ...

(중략) ○○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적에 기존 2005년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지역 내에 건강관련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많이 하고(A)”

2)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기획과정의 최종 산출물인 지역보
건의료계획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계획이 기획과정에서 조직의 몰입과
참여를 반영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은 때때로 계획을 실행할
조직 구성원들과 분리되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보건소의 기획능력의
차이는 계획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의 형식성(formality), 완전
성(completeness), 질(quality) 뿐 아니라 계획서 상으로 확인하기 어
려운 노력(Intensity)의 차이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2) 우
선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한 결과,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에 속한 참여
자들은 계획 수립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었고, 계획수립과정에 보건소
장의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전 직원의 참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0년도에 이 5기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저희 소장님이 보건사업에 열의가
진짜 엄청나셔요. 그래서 용역비를 써서 용역을 한 케이스인데요. 4월부터 굉장히
12) 형식성(formality)은 목표나 전략이 명백하게 표현되거나 문서로 기술된 정도, 완전성
(completeness)은 조직 내․외부에 대한 환경 분석, 목표 설정, 전략 개발 등 기획의 전 과정에
대하여 계획이 다루고 있는 정도, 질은 예측의 정확성,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같은 기준에 충족
하는 정도, 노력(Intensity)은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지지 정도와 같은 기획 과정에 투입한
자원의 정도를 의미한다(Boy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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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시장님 모셔서 발표회 하면서까지 해서 완성품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
들도 용역하면 용역 기관에서 딱 만들어서 주는 거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어지면 다 작성을 하게끔 저희가 업그레이드되게끔 해주시더라고
요.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해서
만들면 다시 피드백하고 6개월을 그거를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깐 직원들이 그
계획 수립에 관한 신장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람찬 한해였어요.
휴가도 못가고 만들었어요(J).”

“저희는 소장님이요. 지침 그 교육이 있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좀 하라고 말씀
을 하셔가지고 ...(중략) 저희는 나름 그전부터 준비를 뭐 인구 현황이라든가 조
금 조금씩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시행결과도 잘 입력을 해야 되고 계획서도
잘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이 자기네들도 좀 관심
을 많이 가지고 서로서로 열심히 했던 거 같고요(O).”

기획능력이 높다고 평가된 보건소의 참여자들과 달리 기획능력이 낮
은 보건소의 참여자들은 담당자 자신조차 계획 수립에 몰입하지 못했고,
담당자 외 직원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조금 거짓말을 하면 몇 시간 걸렸을까요? 이렇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하면서 긴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그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계획은 세우기가 실
질적으로 힘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계획 수립하면서 예산도 사실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금년에는 지역보건예산은 좀 세웠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게 넉
넉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략) 이렇게 다른 업무가 많이 차지하고 지역
보건이 제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N).”

“사실상은 8월 한 달 저 혼자 다 만든 거 거든요. 직원들이 있는데 그냥 당신
들 자료 달라, 주고 휴가 가라, 그래서 혼자 만들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자료는
안 나왔겠죠, 잘. 그런 평가에는 점수가 떨어졌겠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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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중략) 국서무주임님께서 총괄을 하셨
는데 국서무주임님께서 하시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깐 인제 그동안에 다른 과에
서 이제 제출한 거를 짜깁기만해서 아무것도 안하시고 그냥 책 만드는 것만 하시
고 짜집기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중략) 제가 이제 직급도 낮고 경력도
짧고 하다보니까 다른 그 저희 간호직이나 보건직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저
희 구는 또 특히 더 많으세요. 그니까 평균연령대가 40대 이상. 그래서 정말 말씀
을 넌 해라! 절대 안 해 난. 제가 그러니까 그 닦달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서

(C).”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보건소 기획능력은 기획능
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 타당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이(Halvorsen, 2003; Rowe et
al., 2008; Walls et al., 2011) 주민참여자(주민참여를 이용한 주민)의
참여(사건, event)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계획에 첨부된 공문, 회의록, 사진 등을 근거로 주민참여를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가장 최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0년에 작성
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연구시점에 주민참여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경우 회상 비뚤림(recall bias)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서베이, 공청회, 주
민공고,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어 모든 방법의 주민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참여방법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측정하는 경우
해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와 첨부된 자료
를 근거로 주민참여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 실제 주민참여를 실시하였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누락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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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평가결과가 농어촌의료서
비스개선사업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사업비 등의 인센티브와 관
련이 있고, 평가내용에는 주민참여가 포함되며 평가의 대상은 증빙자료
이다. 또한 보건소는 지난 십여 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계
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시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어있다. 이러한 지역보
건의료계획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료 누락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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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기술적 분석결과
변수의 기술 통계는 표 Ⅳ-8과 같다.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
여 측정한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평균 69.80점(100점 만점)이었고, 보건
기관 공무원 수는 평균 76.54명이었다.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지
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조
직의 관리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평균 3.59점, 조직평판에 미치는 효과가
3.65점, 조직문화에 미치는 효과가 3.98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유 정도는 평균 4.12점, 지
역보건의료계획의 인센티브에 대한 담당자의 기대 수준은 평균 2.88점
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실행․평가 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는 평균
3.76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간과 예산 확보가 평균 3.55점, 3.52
점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로 조직문화에 대한 기여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보건소 전
직원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실행의 의의와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8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상관관계 분
석결과 보건소 기획능력은 보건소 관리능력(r=.15, p<.10)과 조직문화
(r=.133, p<.10)에 대한 계획의 효과, 계획 수립에 대한 가치와 의의
공유정도(r=.21, p<.0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r=.17, p<.05),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참여수준(r=.18, p<.01)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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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변수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직평판과 조직문화에 대한 효
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가 0.73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관리능력과
조직문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가 0.703 등 다소 높은 편
으로 이는 회귀분석 모델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에 분산팽창계수를 이용한 다중공선성의 문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변수들 간의 VIF 값의 범위는 1.079～3.028이었다. 다중공선성은 VIF
값이 10이상일 때 문제가 되므로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델에서 다중공
선성에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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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1

보건소 기획능력

69.80

14.43

1

구

0.38

0.49

.056

1

시

0.35

0.48

-.075

-.482***

지역
유형

군

2

7

8

-.224***

1

.152*

-.003

.050

-.046

.034

1

0.70

.080

-.043

.056

-.016

.047

.690***

*

***

.703

.735***

1

76.54

31.99

-.003

관리능력

3.59

0.72

조직평판

3.65

-.450

9

10

11

12

13

1

조직문화

3.98

0.71

.133

-.015

.090

-.076

.073

계획의
가치공유

4.12

0.83

.210***

-.005

-.019

.023

-.048

.554***

.612***

.634***

1

인센티브

2.88

1.06

.167**

.082

.038

-.113

.060

.431***

.323***

.339***

.287**

1

3.76

0.76

-.005

-.080

.008

.065

-.085

.427***

.471***

.401***

.481***

.207**

1

3.55

0.84

.045

-.034

.076

-.044

-.096

.426***

.467***

.509***

.512***

.377***

.532***

1

3.52

0.97

-.016

-.142

.176**

-.045

.029

.230**

.299***

.330***

.275***

.240**

.280***

.425***

1

9.32

2.78

.179***

-.072

.108

-.042

.083

.142

.148

.212**

.092

-.016

.099

.096

.121

담당자
기획능력
계획수립
기간
계획수립
예산

주민참여

14

1

.401***

보건기관 공무원 수

자원

6

-.196**

.023

리
더
십

5

1

0.45

***

4

-.566***

0.28

계획
효과

3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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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보건소 기획능력의 대한 영향 요인 분석결과
표 Ⅵ-9는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
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유와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 담당자의 기대,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참여수준이 보건소 기획능력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계획 수립 기간과 예산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과 계획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 등은 기획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
리더십

55.394

8.317

4.907***

1.837

.287

인센티브

*

2.059

1.170

.154

중소도시(시)

-1.400

2.959

-.047

농어촌(군)

-2.102

2.727

-.072

-.030

.041

-.060

관리능력

1.399

2.348

.071

조직문화

-.409

2.618

-.020

조직평판

-1.858

2.502

-.091

담당자 기획능력

-2.147

1.794

-.114

계획수립 기간

-1.107

1.760

-.066

계획수립 예산

-.880

1.260

-.060

***

.418

.241

계획의 가치공유

지역유형
보건기관 공무원 수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효과

자원
주민참여

1.292

R2: .151 F: 2.245**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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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찰
1) 분석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조직구
성원의 공유수준이 높을수록 보건소 기획능력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심층면접을 통해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의
경우 전 직원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지만, 기획능력이 낮은
보건소의 경우 담당자가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장애요인으로 계획에 대한 이해의 부족, 변화
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 등을 제시한 선행연구(Myers & Stoto, 2006)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조
직구성원의 공유는 향후 계획과정의 결과에 대한 수용, 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amanujam
et al., 1986).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 담당자의 기대수준
이 높을수록 보건소 기획능력이 높았다. 이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센티
브의 부족이 계획수립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Poister et
al.(2010)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계획 수립 및 실행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유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인센티브 부여는 관리자의 특성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원들을 함께 그러니깐 이런 자료도 공유하고 인지도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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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본인의 업무가 있으니깐 대충
대충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충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잘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관심 이제 그 보건소장의 어떤 리더십이라
든지 결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D)”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을 시키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딱 교육을 시
키니깐 한사람도 안 빠져 나오고 막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
시키면 빨리 빨리 시간 다 됐다고, 그래서 소장님 지소장님 이렇게 했고(G)”

“과장님이 최고 영향력 있어요. ...(중략) 왜냐하면 과장님이 근평을 주시거든요
(M).”
“그때 소장님이 굉장히 능력위주의 평가를 하고, 능력위주의 승진인사를 하셨어
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 년 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 발탁해서
승진하시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보건소 내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런 인센티브나 인정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좀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
에 좀 많은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I).”

따라서 양적 분석결과와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근거로 보건
소 관리자는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특히 심층면접의 참여자들은 보건소 기획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지목하였다. 관리자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계획수립과정을 지지함으로써 기획능력에 영
향을 미친다. 참여자 A의 사례는 본인이 보건소장으로, 지역보건의료계
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주도하였고,13) 참여자 M의
사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능통한 과장의 부임으로 인하여 보건소 계
획 수립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13) 이는 A를 제외한 모든 면담자가 지역보건의료게획 담당자 인 것과 달리 보건소장인 A를 심
층 면담하게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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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획이 반 인거 같아요. 그 계획을 잘 써놓으면요 사실 그대로 하면 되
요. ...(중략) 저는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꼭 세워야 된다. 힘들어도 이거 세우
면 당신 50% 일 한 거고 나머지는 거기 세워진 대로만 가면 돼. 그러니까 계획
서만 잘 세워놓으면 얼마나 일을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A).”

“4기 때부터 좀 체계가 좀 잡혀간 듯해요. 저희가 도에 계셨던 분이 저희 쪽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좀 계획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진 분이 오셔서
나름대로 지역보건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도 해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방
향제시도 해주시고(M).”

“제가 볼 때는 그니까 담당자가 각개전투 하는 것 보다는 위에서부터 딱 해가
지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체크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러
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끌고 가야지 담당자가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들기는 해요

(L).”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는 기획능력과 양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보건소 기획
능력이 높았다. 공무원은 협소하고 전문화된 지식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을 하기 때문에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주민
은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혁신
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Nashkova &
Guo, 2011). 심층면접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이 낮고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주민참
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갖고 하니깐 뜻
밖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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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했고요(O)."

특히 전략기획은 조직이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어디서, 언제, 왜 해
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과정이라고 할 때(Bryson et al., 2009), 주민참
여는 조직 학습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
주민참여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성옥과 송
건용, 1998)는 서베이, 공청회, 주민공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주민참여방법 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 수준을 주민참여 방법의 이
용 여부가 아닌 주민참여의 대표성, 시의성, 포괄성, 투명성, 영향력으로
측정한 결과 주민참여가 보건소 기획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특유의 요
구, 가치, 문화와 태도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 의사결정의 질
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Zimmerman,
1986; Pivik, 2002; Rowe et al., 2008; Abelson et al., 2010)의 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
고, 참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참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Rowe and Frewer(2004)의 제언과 마찬가지로, 참여방법의
이용 그 자체가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주민참여가 성공적으
로 실시되었을 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지역의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우선순
위를 선정하며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 뿐 아니라 만들어진 계획에 대한
공개와 승인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기획능력
이 높은 보건소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이용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기획능력이 높은 곳,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형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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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완전성을 갖추고 질이 높은 보건소는 계획을 매개로 지역주민, 지방
의원 등 이해관계자와 지역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획능력이 낮은 보건소에 비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수준과
보건소 기획능력의 관계는 해석의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획효과에 대한 인식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원은 보건소 기
획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에서 관리능력과 조직문화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는 보건소 기획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에 대한 인
식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치 및 의의 공유수준의 상관관계가 0.5 이상
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보건소일수록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치 및 의
의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계획 담당자의 역량 등은(Myers & Stoto, 2006; Poister et al., 2010)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당자의 기획능력이 조직의
기획능력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권경득과 우무정(2001)
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보건소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와 낮은 보건소
간에 계획 담당자의 역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자 G와 M이 속한 보
건소의 경우 역량이 있는 직원을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로 배치였고,
참여자 B가 속한 보건소는 유능한 담당자로 인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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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4기 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는 옆에서 이렇게 자료정리만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니깐 보건사업계획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인제 제가 공
부를 그냥 끝까지 해버렸습니다. 보건학을. 원래 간호산데. 보건학을 해서 이제
지난번에 보건학 박사를 받다 보니깐,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아예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박사님께서 하시라고(G).”

“그동안에 보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주변 동료들한테 인정도 받고 경험도 있
고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모시고 하는 그런 자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나 주진 않아
요. 그거는 신규 갖다 앉혀놓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 일을 감당 할 수 있는 사람
한테 주는 것 같아요(M).”

“제가 많이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막 궁금한 거는 못 견디고 거기에 소장님이
저한테 힘을 얹어 주신 거죠. 근데 사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담이에요.
여담이니까 윗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밑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
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같이 서로 궁합이 맞았던 거지(B).”

그에 비해 기획능력이 낮은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담
당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신규 발령된 직원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을 떠맡기거나(참여자 C),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외의 업무가 과중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었다(참여자 E).
“요번에 인제 제가 2009년 때 보건소 발령 받으면서 저희 국 서무주임님께서
저한테 일을 넘기신 거죠. 니가 해. 바빠서 못하겠어. 넘겨서 주셨는데, 그래도 저
는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쓸려고
했는데 우선은 행정직이 너무 생소한 분야잖아요. ...(중략) 행정직이 총괄할 때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도 좀 어렵지만 이제 따른 제가 이제 직급도
낮고 경력도 짧고 하다보니까(C).”

"그니깐 제가 요거를 수립하는 과정에 업무가 다섯 가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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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도 정신을 쏟아도 잘 세울까 말까
였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중략) 이게 전문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E)"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담당자의 역량차이가 보건소 기획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였지만, 양적 분석 결과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계획 수
립의 경험과 훈련으로 상향평준화되어 담당자의 기획능력만으로는 보건
소 기획능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계획기간 또한 대부분의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배포 및 교육 이후에 동시적으로 계획수립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기간이 보건소 기획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보
건의료계획 수립 예산 또한 보건소 기획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예산을 포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지출은 점증주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박삼영 등,
2013). 이 같은 사실은 심층면접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이전의 계획 수립 예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은 관행에 의해 결정되고, 예산의 크기가 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전략계획 수립에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nzant & Vinzant, 1996). 연구에서 변수
로 투입한 지역유형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구조와 하부기관유무가 다르
므로 지역유형은 조직의 유형을, 보건기관 공무원 수는 조직의 크기를
의미하나, 보건소 조직의 유형과 크기는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보건소가 대도시 보
건소에 비해 조직의 유형은 복잡하고, 하부기관 인력을 포함하면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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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에 국한된 활동이기
때문에 조직의 유형과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
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경험이 많고,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있
기 때문에 조직 특성상의 불리함이 상쇄되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보건소 조직내 직원의 참여와 주민참여,
인센티브는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보건소장과 과장 등 관
리자의 특성은 기획능력의 영향요인과 긴밀하다.

2) 분석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자료는 설
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실증 결과의 바
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조직에서 응답자가 과장되지 않도록 표
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응답자의 대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국 보건소의 지역유형별 분포와 응답자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전국
253개 보건소의 지역유형별 분포는 중소도시(시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
가 98개소(38.7%)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군 단위)에 86개소(34.0%),
대도시(구 단위)에 69개소(27.3%) 순이었다. 응답자의 보건소 지역유
형별 분포는 농어촌 37.4%, 중소도시 36.1%, 대도시 26.5%로 전국 보
건소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약 3.4% 많고, 중소도시 지역이 약 2.6% 적
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국 보건소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분포와 응답자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전국
245개 계획의 평가결과는 51-70점이 130개(53.1%)로 가장 많았고,
31-50점이 58개(23.7%), 71-90점이 53개(21.6%), 91점 이상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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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1.2%), 30점 이하가 1개(0.4%) 순이었다. 응답자의 보건소 계획 평
가결과 분포는 51-70점이 52.5%, 31-50점 25.3%, 71-90점 20.4%,
91점 이상 1.2%, 30점 이하 0.6%로 전국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
서 본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전국 보건소에 적용하
여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의 수준은(level of analysis) 조직이다. 따라서
보건소 기획능력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 등의 자료는 조직 수
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
다. 조직연구에서 ‘개인’에게 구한 조직 자료로 조직 수준에서 해석을 한
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유명순, 2010).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지역
보건의료계획 담당자는 조직내 개인이기보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
한한 조직의 대표자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지역보건의
료계획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보건소 조직간 특성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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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가 보건소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3.1 기술적 분석결과
표 Ⅳ-10은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기관 공무원 수는 평균 76.5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426.7명
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수준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들
의 인식은 평균 3.5점(5점 만점)이었고,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균
점수는 59.8점(100점 만점),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
여 평가결과는 평균 7.3점(20점 만점)이었다. 보건소 조직성과는 391.4
점(631.5점 만점)이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가, 그리고 보건기관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보건기관 공
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적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소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획능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수준은 보건소 조직성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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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1

391.40

49.38

1

2. 대도시(구)

0.28

0.45

-.301**

3. 중소도시(시)

0.38

0.49

.051

1. 보건소 조직 성과

지역유형

4. 농어촌(군)
5. 보건기관 공무원 수

-.482**

1

76.54

31.99

.191**

-.196**

.401***

-.224***

***

***

3.54

7

8

9

***

1
-.566***

***

6

1

-.450

7.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수준에 대한 인식

9. 주민참여수준

5

.231

2865.77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4

0.48

3426.72

***

3

0.35

6.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8. 보건소 기획능력

2

***

-.436

.386

0.67

.107

.020

.088

59.82

12.50

.111*

.146**

7.33

3.48

.072

-.148**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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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653

1
.058

1

-.105

.105

-.023

1

-.038

-.100

-.031

-.007

-.063

1

.115*

.024

-.034

.024

.096

.167**

1

3.2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직성과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델 1은 지역유형,
보건기관 인력,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수준 등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 2는 보건소 기획능력을 투입하였다. 회귀계수 추정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고,
최대값이 2.95로 10.00 이하이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Ⅳ-11의 통제변수들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 보건기관 공무원 수
와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2에서 보건소 기획능력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보
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보건소의 기
획능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참여의 조
절효과 분석 결과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수준이 보건소 기획
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표 Ⅳ-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모델 3
에서 주민참여 수준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주민참여가 조직성과에 미
치는 직접 효과를 분석하였고, 모델4에서는 주민참여수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수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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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센터링한 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 추정과 관련된 모든 변수
들의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하였고, 최대값이 3.13으로 다중공선성이 존
재할 가능성 낮다고 판단하였다. 상호작용효과의 유의성을 입증하려면,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유의성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
형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의 모형에 비하여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
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의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력(R2)증가분을 제시하였다.
모델 3에서, 주민참여 수준과 보건소 조직성과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민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델 4에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기획능력과 주민참여 수준의 상호작용항이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주민참여 수준이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즉,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보
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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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보건소 조직성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4.64

8.45

6.80

7.16

(9.66)

(9.68)

(10.04)

(9.97)

통제변수
지역유형_중소도시(시)
지역유형_농어촌(군)
보건기관 공무원 수

4.67

10.02

8.02

8.38

(12.02)

(12.21)

(12.70)

(12.61)

.029**

.29**

.30**

.30**

(.13)

(.13)

(.13)

(.13)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008

***

-.008

***

-.008

-.01***

(.002)

(.002)

(.002)

(.002)

6.08

7.63

7.43

7.77

(5.21)

(5.29)

(5.44)

(5.41)

보건소 기획능력

.61**

.58**

.51*

(독립변수)

(.27)

(.28)

(.28)

.81

.90

(1.08)

(1.07)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수준
설명변수

주민참여(조절변수)
상호작용항

.15*

기획능력×주민참여

(.08)
***

상수

R2

.277

ΔR2
F

332.60

336.02

337.35***

(31.65)

(33.10)

(32.86)

.305

.307

.322

.002

.015

.028
***

12.284

***

11.341

***

***

9.625

8.953***

n= 166. 계수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p<.10, **p<.05, ***p<.01

조절효과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그림

- 94 -

을 제시하였다. 그림 Ⅳ-15는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
과를 주민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조절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참여 수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주민
참여수준이 높은 보건소들과 낮은 보건소들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별
로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민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회귀계수가

1.081(p<.001)과 -0.188(p=.701)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주민참여수준이 높은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의 기획능력이 조직성
과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주민참여수준이 낮
은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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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찰
1)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
가.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
보건소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공공조직
을 대상으로 전략기획과 조직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Boyne & Gould-Williams, 2003; Jung & Lee,
2013).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심층면접결과를 통해 파악
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능력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구성원들은 보
건소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게 된다. 측정가능한 목표를
포함하여 언어로 표현된 미션은 직원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조직의 성과
를 이끄는 영감과 지침의 근원이다(Patton, 2008). 따라서 지역보건의
료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조직성
과가 높아질 수 있다.
“세부적인 이런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보건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방향으로 갈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네요. ...(중략) 중점이라면 그 구가
중점이라고 해놨다고 하면 그 중점사업을 어쨌든 그 사업을 밀고 가야 되니까

...(중략) 만약에 그런 계획자체가 없다면 우리 구는 우리 구 보건소는 뭘 한다
하면 묻는 사람마다 다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 고 부분이 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B).”

“우리 ○○시 보건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지 같이 이제 하니까 비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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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뭐 중장기 이런 거 하니까 전체적인 거 막 문제점은 뭐고 우리 보건소가 앞
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각자 사업 계획 세울 때도
이제 그걸 근거가 되서 좀 변화할 수 있는(M).”

“그리고 담당이 또 그거를 계획서를 하면서 알게 되요.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하
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나 요구도 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구나, 그걸 알게 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제대로 안하구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요. 자기가 끌려가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도 모
르고 좀 그래요(A).”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증
가한다. 보건소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
역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과제를 선정할 뿐 아
니라 중점과제 이외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 이외 보건사업과 타부서
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고 이는 협력을 통한 업무수행과 조직학습의 토
대로 작용하였다.
“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서 각자 이게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의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현황 분석을
이렇게 하는 구나 또 아 저 사람은 똑같은 지표를 줬는데 지역사회 문제분석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에서는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B).”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을 할 때 계속 모였다고 했잖아요. 소장님
주관에도 모이고 제 담당자 주관에도 모이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칸막이 식이라
고 하나요. ...(중략)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주워듣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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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자기가 그다음 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도 이제 서로 네트워킹이 되는
거에요. 의외로 내부적으로도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B).”

"우리는 도대체 다른 데는 뭐라고 문제를 세우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는
안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세웠나 그러면 이제 앞에를 봐요 중장기 계획이
나 이런 것도 한번 보거든. 보면서 다른 데는 뭐라고 해놨지, 한번보고 아 이 사
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 나 할 때도 이말 한마디 해줘
야겠구나 하고 이제 내가 결과 보고서에 맘 좋을 때는 결과보고서에다가 구강관
리교육도 했다고 써줘요(L).”

이러한 현상은 전략적 기획의 주요한 효과로 알려진 학습과 의사소통
이(Bryson, 2004)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로서 조직의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새로운 지
식의 생산․공유․통합이 조직역량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건소 기획능력 이외에 보건소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
건기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을
수록 조직성과가 높았다. 그리고 보건기관 공무원 수도 보건소 조직성과
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의료서
비스전달은 매우 노동집약적이고(Franco et al., 2002) 공공보건기관의
성과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인구 당 직원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Erwin,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지역유형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대상 인구수가 적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하부기관을 보유
하고 있어 조직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농어촌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와 달리 조직성과와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통제한 회귀분석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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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이 사라졌다. 그리고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
료소의 유무는 보건사업의 성과로 구성된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민참여의 조절효과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의 조절효과가 입증
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가 높은 집단에서는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
직성과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주민참여가 낮은
집단에서는 두 변수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민참여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조직 상황요인으로써 보건소의 대응성(주민참여 수준)은 기획
능력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응성이 높은 보건소
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처리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
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능
력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협력, 조직 학습 등에 기여하여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대응성이 낮은 보건소의 경우에는
선택해야할 대안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전략기획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상황론적 접
근을 뒷받침하고 기획능력의 차별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
공한다.
둘째,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우호적인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조직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정부조직은 개방성(openness), 이

- 99 -

해관계자의 높은 관여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조직과 차이가 있고, 민간
조직에 비해 외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Hendrick, 2003). 이때
주민은 가시적, 비가시적 자원을 제공하는 과업환경으로, 주민참여는 우
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참여자들은 참
여를 통하여 얻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참여가 없다면 이러한
이해는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정책결정자와 주민간의 불신에 기초하여 결
정된 정책의 시행은 효과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심층면접결과, 주민참여를 통해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력관계
가 조성된 사례가 발견되었고, 보건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
아지고,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증가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지방의
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량과 임무가 알
려져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는 의원을 집어넣습니다. ...(중략) 지역보건
심의 할 때부터 인제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이걸 해가는 과정까지
브리핑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결을 거치는 과정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 용역을 얼마를 줬네요. 우리 용역 안주고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중
략) 옆에 계시는 그때 같이 심의하시는 의원님이 우리 보건소가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거 봐라. 얼마나 고생을 했냐. ...(중략)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주시고 조례를 바꿀 수 있게 그런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계
획을 세우면서 그런 과정이 이렇게 관심을 더 유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중
략) 이번에 의장님한테 우리가 대사증후군 하려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없어서 시
에서 조금 주는 예산 갖고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의장님 그럼 한번 그거를 추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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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주겠다 얼마가 들꺼냐? 전화도 하시더라고요(G).”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달라질 수 있도록 끌어오
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A)."

"호응도 있고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거 같고(L)"

셋째, 혁신역량이 확보된 보건소들에서는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혁신역량이 부족한 보건소들에서는 기획능
력이 유효하지 않았다. 당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이 협력자로 참여
하여 대안적 해결방법과 평가 절차를 논의하여 창조적 해결을 극대화하
고자 하는 협력적 기획을 의도하였고, 이를 위하여 서베이, 공청회, 주민
공고 등 주민을 위한 정보-환류 과정과 핵심 이익집단의 지도자와의 자
문, 관련 당사자 간의 협력적 기획과정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방의회의결 등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와 지방의회 의결과정을 들여다보면, 참여자의 무관심과 지역보건에 대
한 이해 부족,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주
민참여수준이 낮았다.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은 새로운 제도나 체제의 도
입으로 현 체제의 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데 있다(최미옥과 이재성, 2005). 따라서 조직운영에 있어 주민
참여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보건소 조직군에 있어 주민참여수준은 해
당 조직의 혁신적 역량으로 해석될 수 있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전략기획의 집행은 궁극적으
로 조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역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략기획의 과정은 개방적이어서 많은 조직구성원들의 참
여가 장려되며, 더욱이 지방의 정치지도자, 지역사회 단체 등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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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여와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의 환경이 혁신 또는 개혁에 우
호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전략기획이 지방정부의 능력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시민통제의
기능을 한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는 시민의 권
한 수준과 정책적 영향력이 모두 낮은 정보제공 유형에 분류될 수 있고,
정보 제공은 주민의 행정 감시․통제의 전제조건이자, 행정의 자율규제를
촉진한다는 효과가 있다(오석홍, 2011). 이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건소의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해석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이 계획 실행의
외부의 압력 또는 내부의 추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Ⅳ-11에서 계획의 실행수준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교육, 계획서 평
가 등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반해 계획에 따
른 실행과 그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고, 따라서 보건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했지만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추가분석 결
과, 참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계획 실행수준은 조직성과에 양(+)의 방
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 12.17,
p=0.073). 따라서 주민참여가 높은 집단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
행으로 이어져 보건소 기획능력이 높을수록, 계획 실행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분석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보건소 기획능력과 보건소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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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 세가지의 문
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기획능력의 측정이 정교하
지 못하였다. 기획능력은 환경조사, 조직 평가, 목표 설정 등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계획의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계획’과 ‘무계획’으로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측정하거나 ‘환
경 분석이 이루어졌는가’와 같은 계획수립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만
집중해왔다. 두 번째 문제는 조직의 성과를 주관적인 인식으로 측정하였
다. 조직의 성과는 정의하고 측정하기에 어려운 개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Venkatraman & Ramanujam, 1986), 따라서 조직성과를 조
직 구성원들의 인식에 근거한 ‘주관적인’ 척도로 측정한 연구가 많았다
(Boyne & Gould-Williams, 2003). 그러나 인식에 근거하여 측정된 조
직성과를 결과변수로 이용할 경우 연구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특
히 단일 자료원으로부터 계획과 조직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
한 경우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다. 마지막으로 전략계획과
조직성과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은 단면적인 통계학적 모델을 사용하였
다. 그러므로 계획수립이 성과를 유도하였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 실증적
인 근거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만약 상관관계보다 인과성에 대한 근거
가 발견되려면 계획수립 후 시간이 경과한 후 성과 변수가 측정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는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를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
했다. 기획능력은 Butterfoss et al.(1996, 2007)가 개발한 보건사업계
획의 질 평가도구(PQI)를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게 수정하여
기획의 형식성, 완전성, 질 등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였고, 보건소 조직성
과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평가 자료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이용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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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보건소 기획능력은 2006년에 작성
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으로 측정하였고, 조직성과는
2010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소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회귀모형에서
조직성과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평가 자료14)와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직성
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
준을 가지고 모든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뿐더러, 모든 조직에 공
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성과판단의 기준도 없다(Brewer &
Selden,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성과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지역유형, 보건기관 공무원 수, 공무
원 1인당 주민수를 선정하였고 예산은 제외하였다. 이는 보건예산을 포
함한 복지예산이 수요(기초생활수급자 수, 장애인 수, 요보호아동 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정윤미와 강현아, 2012; 김윤수와 류
호영, 2012)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14)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평가는 ‘보건소 성과평가체계개발연구’와 ‘보건사업 통합평가체계
개발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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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첫째, 지난 2010년 전국 보건소에서는 평균 23.3명의 계획 수립팀원
이 평균 6.2개월 동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평균 4.8회의 내부 회의를 소집하였고, 전국 보건소의 약
18.7%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
자 심층면접 결과,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의 적극적인
관여와 전 직원의 참여 속에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기획능력이 낮은 보건
소에서는 계획 수립 기간이 짧았고, 계획 담당자조차 계획 수립에 몰입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의 계획 수립 활동이 기획능
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내포한다.
둘째, 보건소 기획능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동일한 평가기준과 방법
으로 제3기, 4기,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100
점 만점에 3기 43.96점, 4기 59.82점, 5기 69.80점으로 향상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이
보건기관 기획능력 향상의 기회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민참여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개선되어왔
지만, 여전히 미흡하였다. 주민참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제3기, 4기, 5
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3기 3.53
점, 4기 7.32점, 5기 9.36점으로 주민참여가 개선되었다. 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성취도는 3기 18.1%, 4기 36.4%, 5기 46.5%
로 여전히 참여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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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유, 그
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센티브에 대한 담당자의 기대가 보건소 기획
능력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심층면
접 결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보건소장, 과장 등 관
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관리자는 조
직 전 직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주민참여 또한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지역의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 뿐 아니라 만들어
진 계획에 대한 공개와 승인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보건소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맥락을 계획에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획능력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제
도화하고 이용했을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의 보건소 조직내 직원의 참여와
주민참여, 인센티브는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관리자의 특
성은 기획능력의 영향요인과 긴밀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보건소의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건소
기획능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전략기획의 효과로 알려진 조직 학습, 의사소통 등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에서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는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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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보건소에서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주민참
여가 낮은 보건소들에서 보건소의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의 조절효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주민참여
라는 상황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민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
소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처리해야하므로 기획능력을 필요
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민참여 수준이 낮은 보건소는 기획능력을 필요
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우호적인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가
시적, 비가시적 자원을 제공하는 과업환경으로 주민참여는 우호적인 환
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건소의 기획능력이 조직성
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역량을 필요로 한다. 현재 조
직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수준이 낮은 보건소 조직군에 있어 주민참여수
준은 혁신역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는 주민참여는 보건소에 대한
시민통제 기능을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이 계획 실행
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행된
이후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주민참여 수준은 여전히 미흡
한 실정이고,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주민참여 수준이 높은 보건소들에서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효과이
다. 또한 주민참여는 보건소의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
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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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함의
2.1 이론적 함의
보건의료계획은 정책과 환경의 변화와 같이 장기간의 전략과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고
(IOM, 2003),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계획이 프로그램 성공의 토대라고
간주되어왔지만(Butterfoss et al., 1993), 계획이나 계획과 결과의 관
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Butterfoss et al., 1996; Butterfoss
& Dunët, 2005; Lenihan, 2005). 이 연구는 전략계획과 조직성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보건소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의한 관계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수준이 지방정부조직의 기획능력의 수준과
그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략계획의 효과를 설명하는 상황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민간 조직의 전략계획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상황요인으로 작용하는 환
경의 불확실성은(Armstrong, 1982; Javidan, 1984) 정부 조직에서는
대응성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었으나(Nutt & Backoff,
1995; Hendrick, 2003)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연구
결과는 주민참여를 이용하여 조직의 대응성을 측정하고, 기획능력과 조
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민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조직성과에
대한 전략기획의 차별적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
다.
기존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많은 문헌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민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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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또는 효과에 대한 관심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평가여부가 불확실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연
구라 하더라도 결과보다 과정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Mitton
et al., 2009). 이 연구는 주민참여과정을 평가하고 주민참여가 조직의
기획능력에 미치는 효과와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민참
여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2 방법론적 함의
이 연구는 조직의 기획능력과 보건소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략계획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조직의 기획을 측
정하는 도구가 정교하지 못하고, 주로 주관적인 척도를 이용하여 조직성
과를 측정하였으며, 분석은 단면적인 통계학적 모델을 사용하였다는 문
제가 있었다(Boyne & Gould-Williams, 2003).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
의 방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보건소의 기획능력
과 조직성과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기획능력은 기획의
형식성, 완전성, 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획
능력은 2006년에 작성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으로
측정하고, 조직성과는 2010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인과관계를 규명하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혼합방법(Mixed
method)을 이용하였다. 비록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여 얻은
질적 자료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양적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을 통해 수
집한 질적 자료는 계량분석에서 밝혀지지 않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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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영향요인을 설명하는데 근거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효과에 대한 양적 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및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
합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현상을 보다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맥락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다.

2.3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분권화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공공조직을 대
상으로 한 전략계획에 관한 실증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건소 지역보
건의료계획 시행의 근거가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보건소의 조직성과 향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조
직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있는 동시에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김성옥과 송건용,
1998; 김춘배 등, 1999; 이태우, 1998)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주
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된 공무원의 주민
참여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때 이 연구의 결과인 주민참여의 효과를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명화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
산이 많을수록 주민참여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이
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예산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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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이 꾸준히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참여의 주체
는 누구인지,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등 주민참여의 방향을 제
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참여 과정을 개
선하고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주민참여 평가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주민참여를 주민참여방법의 실시여부로만 평가
하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의 대표성, 시의성, 포
괄성, 투명성, 영향력 등을 평가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
역보건의료계획 평가뿐 아니라 보건소의 주민참여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가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다.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는 주
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참여과정이 투명하여
무엇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여의 결과가 계
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설문조사로 물어볼 수 있다. 이
때는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Rowe and Frewer(2000)의 평가기준
(criteria)에 포함된 ‘참여에 필요한 정보, 시간, 장소 등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참여과정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생각
하는지’ 등을 추가로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의 조절효과를 통해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질 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
재까지 중앙정부와 보건소 모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계획의 실행과 성과에 대한 관리는 미비하였다. 이는 신공
공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과주의 도입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된 여타의 공공조직의 전략계획과 달리 계획 수립만을 강조해온 지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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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계획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
과 결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
획 수립 및 실행의 의의와 가치를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교
육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뿐 아니라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담당자의 역량만으로는 보건소 전 직원에게 지
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기획능력 이외에 보건소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보건기관 공
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았다. 보건의료 특성상 공
공보건기관의 성과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인구 당 직원 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력확보에 힘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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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민참여가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라는 것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주
민참여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첨부된 문서를 통해 주민참여수
준을 측정하였다. 오랜 계획수립 경험과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등을
근거로 자료 누락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연구의 한계임에는
분명하다. 향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뿐 아니라, 현장방문조사, 설문조
사 등을 통해 주민참여수준을 다각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민참여는 참여자의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태도와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관심 등 주요한 생각(belief)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Zimmerman, 1986; Pivik, 2002; Halvorsen, 2003; Abelson et al.,
2010),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보건의료
계획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주민의 인식을 근거로 참여를 평
가하고 참여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 이용한 주민참여평가도구는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주
민참여 실태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주민 공청회, 주민공고,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등의 실시여부 뿐 아니라 실시 시기, 실시 결과, 심의위
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지만, 숙의적 과정(deliberative process)을 통해 주민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고안된 합의회의, 포커스 그룹과 같은 주민참여방법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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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에도 현재 주민의 비율
자체가 낮아 주민의 인구집단 대표성이 아닌 심의위원 중 주민의 비율로
평가되어, 평가기준을 평가항목에 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민참여수준이 향상되면 평가기준에 충실한 평가항목으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소 기획능력과 기획능력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가 필요하다.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을 통해 주민역량과 주민참여에 대
한 보건소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과 조직 특성, 제도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민참여 이
외의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
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역보건정책과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이 보건소 기획능력과 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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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환경분석
1.1 지역사회의 건강결과,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 건강수준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는가?
1.2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물리적 환경, 교육·경
제수준, 사회보장 등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1.3 공공보건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충분□보통□미흡
□충분□보통□미흡

1.4 자료의 수집, 분석, 이용은 적절하였는가?
1)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평가하였는
가?
2) 해당 지역(시․군․구)의 최근 역학자료 혹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
역사회 건강수준을 평가하였는가?
3) 지역사회 건강수준에 대하여 국가, 시도 또는 유사 시군구와 비교를
실시하였는가?
1.4 지역보건의료체계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충분□보통□미흡
□충분□보통□미흡
□충분□보통□미흡

2. 목표설정
2.1 목적은 지역사회 환경분석에서 도출한 문제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
관성있게 수립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2.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설정은 타당하였는가?
1) 목적은 건강수준지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충분

□미흡

2) 목적은 한 개 이상의 적절한 하위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충분

□미흡

2.3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1) 단기목표(프로그램 투입이나 산출의 변화)를 제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2) 중기목표(건강행동,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를 제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3) 장기목표(건강수준의 변화)를 제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2.4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가?

□충분□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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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개발
3.1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전략이 선택되었는가?
1) 중재 전략은 건강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는가?
2) 새로운 중재활동은 기존의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개선
하였는가?
3.2 활동은 포괄적이고 다수준적인 지역사회 중재로 구성되어 있는가?

□충분□보통□미흡
□충분□보통□미흡
□충분□보통□미흡

3.3 활동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1) 사업의 목표는 활동(단위사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가?

□충분

□미흡

2) 각 활동(단위사업)별 대상은 구체적이고 수치화되어있는가?

□충분

□미흡

3) 각 활동(단위사업)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충분

□미흡

4) 각 활동별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충분

□미흡

3.4 공공보건조직 내/외 협력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할 지역 기관이 규정되어 있는가?

□충분□보통□미흡

2) 보건소 내 팀별 또는 사업담당자별 협력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충분□보통□미흡

3.5 자원확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인력계획이 기술되어 있는가?

□충분□보통□미흡

2)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계획이 기술되어 있는가?

□충분□보통□미흡

3.6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 단기목표(프로그램 투입이나 산출의 변화)를 제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2) 중기목표(건강행동,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를 제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3) 장기목표(건강수준의 변화)를 제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4) 평가자료 수집과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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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성
1.1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서베이를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1.2 취약집단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1.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이 1/3이상인가?

□예

□아니오

2.1 서베이는 중점과제 선정전에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2.2 취약집단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은 중점과제 선정전에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2.3 공청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2.4 주민공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3.1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예

□아니오

3.2 지역의 건강수준 및 건강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예

□아니오

3.3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예

□아니오

3.4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가?

□예

□아니오

4.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4.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주민공고를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4.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4.4 지방의회 의결내용을 정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2. 시의성

3. 포괄성(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안건)

4. 투명성

5. 영향력
5.1 우선순위 선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5.2 주민 공청회 결과를 계획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5.3 주민 공고 결과를 계획에 포함하였는가?

□예

□아니오

5.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가?

□충분□보통□미흡

5.5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결을 실시하였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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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
응답서식: ⑤매우 그렇다 ④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1 보건사업 담당자 및 보건소 예산담당자는 연간 보건사업예산편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과 목표를 고려하였다.
1.2 시․군․구의회는 보건사업예산을 심의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였다.
1.3 연간보건사업예산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었다.
1.4 보건소장(과장, 계장 포함)은 (본청에) 예산을 요청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근거로 활용하
였다.
1.5 보건소장(과장, 계장 포함)은 예산, 인력 등 자원을 배분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평
가)를 근거로 활용하였다.
1.6 계장이상의 관리자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7 시․군․구의회는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 여부를 주시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행하
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8 보건소장(과장, 계장 포함)은 시․군․구의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예.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1.9 관리자 혹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부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보건사업이나 프로그
램의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1.10. 관리자 혹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부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보건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
응답서식: ⑤매우 그렇다 ④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1.1 조직관리능력
1)보건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에 도움을 준다
2)보건사업의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을 준다.
3)직원에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1.2 조직평판
1) 지역사회주민에게 보건소와 보건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지역보건관계자들에게 보건소와 보건소 활동에 대한 지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
을 준다.
3) 보건소 이외의 지방정부 조직들이 지역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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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문화
1) 직원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직원이 담당업무의 목표를 의식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타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력하는데 도움을 준다.
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현황
응답서식: ⑤매우 그렇다 ④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3.1 공공보건기관 전 구성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실행의 의의와 가치를 공유하였다.
3.2 본인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3.3 전략 개발, 다양한 의견수렴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었다.
3.4 회의개최, 교육훈련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다.
3.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절차를 준수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한다면 물질적 혹은 정서적 인센
티브(보상)가 제공된다.
3.6 보건소장은 회의참석 또는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계획에 반영되었다다.
3.7 보건소내 계장급 이상 관리자는 회의참석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계획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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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Local Health Planning
Myungwha Jang
Departmem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Local health planning is strategic planning to solve health problems at
a local level by decentralizin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Under the 1995 revision of Korea’s Community Health
Law, all local public health centers are required to formulate and submit
the local health plan for their constituency every four years.
Since 1995, these local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nationa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supports and oversees the local centers, have
invested massive amounts of resources and efforts in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required local-level planning. The
results from Ministry evaluations of the plan have been used as the basis
for allocating government funds, including the “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Health Promotion Fund”.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explain how these important local health plans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o maximiz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ach local public health center, and thereby utilize the resources dedicated
to local health planning to their best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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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contribute relevant information to existing study result and
promote more informed and effective planning on the local level,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imary factors that influence the planning
capability and planning effectiveness of each Korean public health center
This was accomplished primary by critically reviewing local health plnas
a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1. The evaluations indicated that planning capability in each center
improved over time. This could be inferred from the increase between the
average planning capability scores15) following the third (44.0), the fourth
(59.8) and the fifth local health planning (69.8). The progressive increase
in these scores following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w
indicates that local health planning has improved the planning capabi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2. The evaluations also showed tha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improved over time. On the basis of 100 points, the score for the
third, the fourth, and the fifth local health planning were 18.1, 36.4 and
46.5, respectively. While the scores did increase substantially in each case,
these scores nonetheless indicate a relatively low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and show significant room for
improvement.
3. Shared values regarding local health planning among organization
members, when coupled with incentives for planning and public
participation were also shown to have had positive effects on planning
15) Out of a possible of 10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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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In many of the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those person
in charge of the planning process, the staff interviewed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uccessful planning was the leadership ability of the
Director of the public health center, since leaders such as the health
center's Director and Manager directly exercise authority over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s personnel. Consequently, leadership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component in planning capability.
4. In turn, increased planning capability seems to have an overall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conclusion was supported by the
person who took charge of the planning during their in-depth interview.
5. However,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seems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health centers with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planning capability seems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in the group of
public health centers with less active public particip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planning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onclusion, since local health planning became legally required in
Korea, the planning capabi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has improved, but
public participation levels are still unsatisfactory if optim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to be achieved. Planning capability can be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it seems to have had
a limited impact because it can be shown to improve organizational

- 135 -

performance only in public health centers with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ose gover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Korea’s Community Health Law should
promote both public participation and planning capability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cal health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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