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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의 건강문제는 문제의 정확한 정의가 어렵고, 원

인이 복잡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고, 한 조직에만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에 걸쳐 있으며, 활용 가능

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성가신 문제

(wicked problem)로 간주되고 있다(Hunter, 2013). 이러한 성

가신 건강문제는 공공 보건기관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휘 및 통제

(command and control)’ 방식을 벗어나서 협력과 네트워크

에 기초한 사업 수행방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e,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공중보건체

계를 “건강한 조건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는 잠재력을 갖춘 개인과 조직의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기

술하고, “이들은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건강목표를 

위해 함께 활동할 때, 하나의 체계-공중보건체계로서 활

동”한다고 주장하였다(IOM, 2003). 세계보건기구 유럽지구

도 ‘Health 2020’의 핵심요소로 전 사회적인 접근(whole of 

society approaches)을 중시하였으며(WHO, 2012), Thornewill

과 Esterhay(2014)는 신 공중보건의 주요 특성으로 네트워

크 리더십을 제시하였고, Hafron 등(2014)은 인구집단의 건

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보건체계

(community-integrated health system)의 주요 특성의 하나로 

공중보건기관과 지역사회 조직 사이의 보건사업 네트워크

를 강조하였다. 또한 Yoo(2009)는 건강증진 사업‧연구‧정

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는 참여와 협력이 필수 조건이

자 지향점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도 협력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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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4)과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안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5)에서 보건소는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소 내･외의 자원을 효과적

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 지역

사회 보건사업의 잠재적 자원이나 협력관계, 거버넌스를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Luke and Harris, 2007: Thornewill 

and Esterhay, 2014),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지역이나 방문보

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대상으로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있다(Jung & Cho, 2007: Bae, Kang & Lee, 2007, Bae, Kang, 

Lee & Choi, 2009: Jang and Cho, 2012: Seo & Min, 2012).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위해 얼

마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보건소의 학교 보건사업

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정도를 파악하고자 실시

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가 협력하는 지역사

회 기관을 파악한다.

둘째, 보건소의 학교 보건사업 네트워크의 크기와 특성

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사업과 력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학교보건사업의 협력네트워크를 조사하였다. 경로

당이나 유아시설, 소규모 작업장과는 달리 학교에는 보건

사업을 위한 인력과 시설 등의 자원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

문에 일방적인 사업지원이 아닌 상호협력적인 보건사업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보건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

증진개발원(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d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5)이 만든 ‘2015년 지역사

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청소년 대상 보건

사업의 유형을 선정하고, 보건소 직원과 연구진과의 면담

을 통해 ① 바른 생활습관 관리, ② 자살예방, 스트레스관

리,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중독관리, ③ 구강건강, ④ 안전 

교육, ⑤ 결핵 검진과 치료, ⑥ 성교육 및 에이즈 교육 등을 

학교 보건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

용은 ① 학생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훈련, ② 관

련 지침이나 자료개발, ③ 사업담당인력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④ 검진이나 진료를 위한 연계, ⑤ 사

업 홍보, ⑥ 기타 등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기관 사이의 협력은 de Leeuw 등(2013)과 

Yoo(2009)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문, 자료나 정보 교환, 인

적 자원, 예산, 시설과 물품 지원, 기술 지원, 사업 홍보, 교

육이나 훈련 지원 등으로 결정하였다.

2. 조사 상 기

경기도 보건소 중 학교보건사업 네트워크 분석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화성시 총 4개 지역

의 초, 중, 고등학교와 이들 학교와 보건 사업을 진행한 기

관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4개 지역에 위치한 모

든 초, 중, 고등학교가 설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학교에 대한 사전 협조 공문 발송과 전화 설명을 통해 모

든 학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1회 이

상 연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기관들도 눈덩이 표집

(snowballing representation) 방식으로 네트워크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Goodman, 1961). 협력 기관 중 정부기관과 공

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민간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은 

민간기관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 수집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담당 보건교사들에 대해 사전

에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들이 전화통화를 실시,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보건 사업 연계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엑셀로 전산화 되어, Gephi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을 위해 기관은 네트워크 내 사업 주체(Node), 기관 간 연계 

여부는 네트워크 내 협력 연결선(Edge)로 변환되었다. 협력 

연결선은 협력을 제공받은 경우인지, 제공한 경우인지를 구

분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였다. 협력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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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기관으로부터 화살표 방향이 나가고, 제공받은 기관

은 화살표 방향을 받는 방식으로 연결선 정보를 기입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화성시 각 지

역의 학교 보건 사업 협력 연결망을 따로 형성하여, 총 4개

의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각 지역 네트워크

의 특성 비교, 네트워크 내 기관 영향력 분석에 초점을 맞

추었다. 네트워크 특성은 컴포넌트(Component), 최대지름

(Diameter), 밀도(Density), 평균연결선수(Average Edge) 등

의 수치들을 계량화하여 비교 분석했다(Wasserman & Raust, 

1994). 컴포넌트(Component)는 연결망 안에 존재하는 구성 

집단을 의미하여, 연결망 내에서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구성 집단으로 이루어진 연결망으로 볼 수 

있다. 최대지름(Diameter)는 연결망의 최대 지름을 의미하

며, 연결망 안에서 가장 끝 쪽에 위치한 노드에서 다른 반

대쪽의 노드까지 도달하기 위한 연결선의 수라고 볼 수 있

다. 밀도(Density)는 실제 연결선 수를 가능한 모든 연결선 

수로 나눈 수치로서 연결망이 얼마나 조밀한지 탐구할 수 

있는 수치다. 노드 한 개, 즉 한 개의 협력 기관이 가지는 

평균 연결선수(Average Edge)를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한 

기관이 평균적으로 몇 개의 기관과 사업을 협력했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한 다

음,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에서 높은 중심성은 그 주체가 가지는 힘과 영향력을 의미

하는데, 학교 보건 사업 협력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위

치를 지닌 기관을 찾아낼 수 있다(Scott, 2012). 사업 참여 기

관들의 중심성(Centrality) 분석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됐

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

석을 실시했다. 연결정도(Degree)란 사업 주체가 가지고 연

결선(Edge) 수를 의미한다. 연결정도는 연결망의 방향성에 

따라 내(in), 외(out)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협력을 제공한 경우만을 따로 분석한 Out-Degree 

Centrality도 측정했다. 다음으로, 중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을 통해 각 참여 기관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을 알아봤다. 위치상 다른 2개의 기관을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Freeman, 1977).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Eigenvector 

Centrality 분석 방법을 실시했다. Eigenvector Centrality는 네

트워크 내 사업 기관들의 중심성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

로, 높은 연결정도(Degree)를 가지고 있는 사업 기관과 연결

된 이가 적은 연결정도(Degree)를 가지고 있는 사업 기관과 

연결된 이보다 중심성이 더 높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Ⅲ. 연구결과

1. 학교 보건 사업 력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Table 1>은 4개 지역의 학교 보건 사업 네트워크의 사

업 주체, 협력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다. 4개 지역 평균 협

력 참여 기관(Node) 수는 57.5개였고, 협력 연결선(Edge) 수

는 76.3개였다. 지역별로 보면, 가평군은 네트워크 내 총 42

개의 협력 참여 기관이 있었다. 참여 기관 속성별로 분류를 

하면, 학교 참여 기관은 23(55%)개, 공공기관은 15(36%)개, 

민간기관은 4(9%)개 순이었다.

가평군의 경우, 특히 민간기관은 단 4개뿐으로 4개의 지

역 중에 그 수가 가장 적었다. 네트워크 내 협력 연결선의 

수는 총 61개였는데, 모든 사업 기관들이 하나의 컴포넌트

(Component)로 이뤄져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구성 집단 안

에서 최대지름(Diameter)은 단 2로, 가평군 학교 보건 사업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 짧은 거리로 참여기

관들이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0.026)에 비해 

높은 밀도(Density) 수치(0.035)를 가지고 있었다. 평균 연결

선(1.452) 수도 평균(1.341)에 비해 높았다.

구리시 학교 보건 사업 네트워크의 협력 참여 기관은 총 

42개였다. 협력 기관의 비율을 보면, 학교는 20(48%)개, 공

공기관은 13(31%)개, 민간기관은 9(21%)개 순이었다. 네트

워크 참여 기관의 수가 평균(57.5개)치보다 적은데, 이러한 

수적 차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력 연결선 수도 총 55개로 평균 협력 연결선 수

(76.3개)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구리시 네트워크는 총 2개

의 컴포넌트(Component)로 이뤄져 있었다. 하나는 구리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참여 기관이 속한 하위 집단

과 다른 하나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명지병원 

두 참여 기관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이었다. 최대지름

(Diameter)는 6으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긴 편이었으나, 

밀도(Density)의 경우는 0.032로 네트워크 평균인 0.026에 

비해서 높은 수치였다. 평균 연결선(1.131) 수는 다른 지역 

네트워크들에 비해 약간 적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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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me fundamental statistics for networks

Gapyeong-

gun
Guri-si Gunpo-si Hwaseong-si

Average of 

networks

The number of nodes 42 42 63 83 57.5

  School 23 (55%) 20 (48%) 36 (57%) 53 (64%) 33

  Public Institution 15 (36%) 13 (31%) 12 (19%) 17 (20%) 14.3

  Private Institution 4 (9%) 9 (21%) 15 (24%) 13 (16%) 10.3

The number of edges 61 55 85 104 76.3

The number of component 1 2 4 3 2.5

Diameter 2 6 3 4 3.75

Density 0.035 0.032 0.022 0.015 0.026

Average Edge 1.452 1.131 1.349 1.253 1.341

군포시 학교 보건사업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은 총 63

개였고, 이중 학교는 36(57%)곳, 민간기관은 15(24%)곳, 공

공기관은 12(19%)곳의 비율로 파악되었다. 이들 각 참여자

들 간의 협력 연결선 개수는 총 85개로, 4개 지역 평균 연

결선(76.25)에 비해 큰 수치였다. 군포시 학교 보건 사업 네

트워크는 총 4개의 컴포넌트(Component)로 이뤄져 있었는

데, 군포시보건소와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 집단이 가장 큰 집단이었다. 나머지 3개 집단은 

단 6개의 참여 기관 있었고, 구성 기관 모두 공공, 민간기

관들이었다. 군포시 네트워크는 사업 참여자 수에 비해 작

은 최대지름(3)을 가지고 있었고, 밀도(0.022)와 평균 연결

선 수(1.349) 모두 네트워크 평균치와 거의 비슷했고,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화성시 학교 보건 사업 네트워크의 참여 기관수는 83개

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참여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 기관의 비율은 학교 53(64%), 공공기관 17(20%), 민간

기관 13(16%)곳의 순이었다. 4개 지역 학교 보건 사업 네트

워크의 평균 참여자 수(57.5개)보다 25.5개가 많은 83개 참

여기관을 나타낸 이유는 화성시의 행정 규모가 다른 3개 

지역들에 비해 크고 학교의 수(53)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

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네트워크 협력 연결선 수는 총 

104개였고, 화성시 학교 보건 사업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

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연결선의 수가 다른 네트워크에 비

해 평균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었다. 화성시 학교 보건 

사업 네트워크는 총 3개의 Component로 이뤄져 있었는데, 

화성시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를 중심으로 한 하위집단과 

따로 떨어진 반석초등학교와 동학초등학교가 있었다. 특

히, 가장 많은 참여자 수를 가졌음에도 낮은 Diameter(4)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네트워크 내 속한 대부분의 학교를 

이어주는 화성시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의 역할 때문인 것

으로 보였다.

2. 네트워크 심성(Node Centrality) 분석

다음으로, 학교 보건 사업 협력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Centrality)을 가진 참여 기관을 분석했다. <Table 2>

에서 각 지역에서 중심성이 높은 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다. 

Centrality는 Degree, Out-Degree, Betweenness, Eigenvector 

Centrality 등 총 4개의 Centrality 방법으로 분석했다. 먼저, 

네트워크 내 사업 참여자들이 협력에 참여한 횟수를 합한 

Degree Centrality를 계산했다. 4개 지역에서 모두 각 지역의 

보건소가 모두 Degree Centrality에서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협력을 주고받는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 Degree 

Centrality에서 더 나아가 사업 협력을 제공하는 것만을 구

분하여 계산하는 Out-Degree Centrality를 계산했다. 화성시

의 경우에는 Out-Degree Centrality 순위에서 화성시 보건소

(29)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대한결핵협회(21)가 이었는데, 

Out-Degree Centrality의 분포가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2개

의 사업 주체에게 쏠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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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p 5 nodes for the degree, out-degree, betweenness, and eigenvector centralities

Centrality Gapyeong-gun Guri-si Gunpo-si Hwaseong-si

Degree 
Centrality

Gapyeong health center(21), 
Gapyeong HFSC1)(6), 
Jojong high school(6), 
Yulgil elementary school(6), 
Gapyeong country office(5), 
Gapyeong MHC2)(5), 
KNTA3)(5), Chungpyung 
middle schoo(5), Daesung 
elementary school(5)

Guri health center(14),
Guri City YC & WC4)(9), 
Guri fire station(6), 
KNTA(6),
Kahwa counseling center(6), 
Guri MHC(6), 
Buyang elementary school(5)

Gunpo health center(22), 
Gunpo HFSC(14),
Gunpo city hall(10),
KNTA(9),
Gunpo womenlink(6), 
Dangjeong elementary school(6)

Hwaseong health center(32),
KNTA(21),
Hwaseong middle school(6),
Samgoe high school(6),
Byeongjeom high school(6)

Out-Degree
Centrality

Gapyeong health center(19),
Gapyeong HFSC(6),
Gapyeong country office(5),
Gapyeong MHC(5),
KNTA(5)

Guri health center(13),
Guri fire station(6),
KNTA(6),
Guri City YC & WC(4),
Kahwa counseling center(4),
Guri cultural center(4)

Gunpo health center(21),
Gunpo HFSC(14),
Gunpo city hall(9),
KNTA(9),
Gunpo womenlink(6)

Hwaseong health center(29),
KNTA(21),
Hwaseong fire station(5),
Dongtan sub-health center(4),
Hallym dongtan hospital(3),
Hwaseong MHC(3),
Hwaseong alcohol center(3),
Hwaseong dreamstart(3)

Betweenness 
Centrality

Gapyeong health center

Guri health center,
Guri City YC & WC,
Guri MFSC5), 
Guri MHC,
Kahwa counseling center

Gunpo health center, 
Gunpo city hall
Maehwa social welfare center,
Jungdawooree, 
K health teachers association

Hwaseong health center, 
Doore nature high school,
Hyangnam high school,
Bongdam middle school,
Doi elementary school

Eigenvector
Centrality

Gapyeong health center,
Yulgil elementary school,
Daesung elementary school,
Bangil elementary school,
Jojong high school

Guri City YC & WC, 
Guri MHC,
Guri social welfare center,
Guri MFSC,
Guri muhan care center

Jungdawooree, 
K health teachers associ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Dunjeon elementary school,
Dangjeong elementary school

Bongdam middle school,
Bongdam high school,
Hwaseong health center,
Bongdam sub-health center,
Mado elementary school

1)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2)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3)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4)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5)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세 번째로, 각 사업 참여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업 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Betweenness Centrality를 분석

했다. Betweenness Centrality에서도 각 지역의 보건소가 가

장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

분의 협력 관계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

미했다. 가평군의 경우, 가평군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Betweenness Centrality 수치를 가진 참여자가 확인되

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협력을 많이 진행한 참여자와 협력한 사업 

주체를 알아보는 Eigenvector Centrality를 분석했다. 다른 

Centrality 분석 순위에 비해 보건소가 아닌 학교나, 기관들

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이들이 협력 사업을 많이 

진행한 참여자들과 협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대

로 보건소의 경우에는 낮은 Degree를 가진 학교, 기관들과

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Eigenvector Centrality 수치에서 손

해를 본 것이라 해석된다. 가평군의 경우에만 가평군 보건

소가 Eigenvector Centrality가 가장 높은 참여자였고, 구리

시는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군포시는 사단법인정

다우리가, 화성시는 봉담중학교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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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apyeong-gun school health program network

<Figure 2> Guri-si school health program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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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unpo-si school health program network

<Figure 4> Hwaseong-si school health program network



8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3권 제3호

Ⅳ. 논의

인구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한 조직이나 기관이 모두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

다. 따라서 협력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사업 수행방식이 강

조되고 있으며(Thornewill and Esterhay, 2014: Hafron, Long, 

Chanj, Hester, Inkelas & Rodgers, 2014: Yoo, 2009), 사회 네

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보건사업의 잠

재적 자원 파악이나 협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Luke and Harris, 2007: Thornewill and 

Esterhay, 2014).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 네

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보건사업 네트워크 분석은 방문보

건사업(Jang & Cho, 2012), 정신보건사업(Seo & Min, 2012)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을 뿐이다. 최근 보건

사업은 단위 보건사업을 생애주기별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삶의 터(setting)를 통한 보건사

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 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삶의 터인 학교를 대상으

로 한 청소년 보건사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건사업의 협력 구조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나 기관을 충

실하게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협력 여부를 조사할 수 있

어야 한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의 전체 학교를 대상으

로 협력기관을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1회 이상 협

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교 이외의 기관들을 대상

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ing representation) 방식으로 협력 

대상 기관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보건사업과 

관련된 조사지역 내 모든 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려

고 노력하였다. 

또한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응답자에 포함되게 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 상 보건사업과 협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위주로 학교보건을 규정하어 있어 현재 학

교를 통하여 실행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보건사업을 포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전에 보건소 직원들

과 협의하여 학교 보건사업의 종류와 협력의 내용 등을 구

체적으로 정의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협력 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 노력하였다.

총 4개 지역의 학교 보건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4개 지역의 평균 학교 보건사업 네트워크 참여 기관

의 수는 57.5, 연결선 수는 76.3였다. 네트워크 참여 기관수

와 협력 연결선 수는 각 지역의 학교 수와 대체로 비례하

였다.

총 4개 지역의 학교 보건 사업 협력 네트워크 지형도를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였다. 

네트워크 지형도는 <Figure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학교 보건사업 협력 네트워크가 각 지역의 보건

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태를 보였다. 대부분의 학교

들이 보건소와 협력 사업을 1회 이상 진행하였고, 따라서 

각 네트워크에서 보건소의 Degree, Out-Degree Centrality가 

가장 컸다. 보건소 중심의 협력 사업 형태는 전체 Edge 수

에서 보건소의 Edge가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알 수 있다. 가

평군의 경우, 67개의 전체 Edge 중 가평군 보건소의 Edge가 

21개로 31.3%나 차지했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였는데, 구리시는 24.6%(14/57), 군포시는 24.4%(22/90), 

화성시는 28.8%(32/111)로 모두 지역 보건소의 Edge가 전체 

Edge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건소는 가장 활발

한 협력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포함된 컴포넌트

는 협력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이언트 

컴포넌트(Giant Component)였다. 자이언트 컴포넌트의 존재

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보이는 주요 특성 중 하나다

(Newman, 2002). 학교 보건사업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이러

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네트워크에서 참여 기관과 학교 간의 일방향적

인 협력 관계가 주를 이루고, 양방향적인 협력 관계가 현저

히 적었다. 학교들은 대부분 협력을 받는 쪽이었고, 기관들 

간의 협력도 대부분 일방향적인 협력 관계였다. 가평군의 

경우, 총 67번의 협력 관계 중 사업 주체들이 서로 협력을 

주고받은 경우는 12번(18%)에 불과했다. 구리시도 총 55번

의 협력에서 10번(18%)만이 사업 주체들이 양방향의 협력 

관계를 갖는 경우였다. 군포시도 총 55번의 협력 관계에서 

쌍방향 관계는 10번(18%)이었고, 화성시의 경우에도 104번

의 협력 관계에서 20번(19%)만이 쌍방향 관계였다. 이는 

학교 보건사업의 협력관계가 사실은 상호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관계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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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4개 지역 학교 보건 사업 협력 네트워크의 평균 

Density는 0.026, Average Edge 수는 1.341에 그쳐 학교 보건

사업을 위한 협력관계가 대부분 2개 기관사이의 협력에 국

한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이는 지역사회 

연합 활동(community coalition action)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Butterfoss and Kegler, 2002). Jang & 

Cho(2012)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역사회 네트워

크를 분석한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Density 0.48에 비해 이 

연구에서의 평균 Density가 현저히 낮게 나났다. 이는 Jang 

& Cho의 연구는 연 2회 이상의 연계가 이루어진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와 맞춤형방문건강관

리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밖에 없는 방문보건

사업이 분석대상이었기 때문에 평균 Density가 이 연구보

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다양

한 기관과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네트워크 중심성 분

석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심층 분석이 필

요하다.

넷째, 지역 내 학교들이 공공기관들과 협력하는 비율이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보다 많았다. 학교 보건 사업 협력 네

트워크에서 참여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민

간기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4개 지역 학교 네트워크에

서 평균적으로 학교-공공기관 협력 수는 46.25번이었고, 학

교-민간기관의 협력 수는 20.75번이었다. 즉, 학교와 공공

기관들이 협력이 학교와 민간기관보다 평균적으로 2배 정

도 많았다. 가평군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커 학교-공공

기관의 협력수가 48번, 학교-민간기관의 협력 수가 10번이

었다. 군포시도 학교-공공기관 53번, 학교-민간기관 20번으

로 차이가 컸고, 화성시도 학교-공공기관 64번, 학교-민간

기관 37번으로 협력 관계에서 차이가 났다. 다만, 구리시의 

경우에는 학교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21번으로, 학교와 민

간기관의 협력 16번보다 근소하게 많은 정도였다. 일반적

으로 공공기관의 학교 보건사업 참여 비율이 높은 여건 속

에서 민간 기관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지

역자원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강한 지역

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지역에서 학교 보건사업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은 보건소였으나 일부 지역 네트워크에서는 보건소와 

별도로 형성된 컴포넌트도 발견되었다. 보건소와 관련이 

없는 조직이나 기관의 보건사업 협력 네트워크는 Jung & 

Cho(2007), Bae, Kang & Lee(2007), Bae, Kang, Lee & 

Choi(2009)의 연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의 사업 자원과 사업 수행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존 정보에 의존하지만 말고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체계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학교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

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은 자

원 사이의 협력관계 파악이외에 보건사업의 평가에도 활

용될 수 있다. 보건사업의 최종 결과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과

제이다. 미국은 1990년 이후에 공중보건의 평가를 과정과 

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공중보건기관의 주요 활동 과정의 

하나로 관할구역 내 건강관련 조직, 대중매체, 그리고 일반 

대중과 지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를 포함시켰다

(Turnock, 2008).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사이의 보건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보건사

업의 과정 평가 방법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내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화성시 총 

4개 지역에서 형성된 학교 보건 사업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학

교 보건 사업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 지형도로 변형시켰다. 

4개 지역 학교 네트워크의 평균 사업 참여자(Node)는 57.5

개였고, 평균 사업 협력 횟수(Edge)는 76.25개였다. 협력 네

트워크는 참여한 사업 주체에 비해 적은 Diameter를 가지고 

있고,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의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다

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학교 보건 사업 협력은 1차

적으로 각 지역 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Degree, 

Out-Degree, Betweenness Centrality에서도 지역 보건소가 최

상위권에 속했다. 다만, Eigenvector Centrality의 경우 지역

에 따라 높은 Centrality를 가진 협력 주체가 달랐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지역이 4개 시군에 국한되어 있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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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업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기관

의 협력 네트워크의 규모와 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학교보건사업이었다. 보건사업

의 내용과 범위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다. 보건사업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보건소 담당자와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교 보건사업의 내용과 협력서비스의 종류를 구체화하였

다. 앞으로 보건사업의 내용과 협력의 유형을 표준화하여

야 협력 네트워크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라고 해서 학교 보건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독자적으로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응답자가 이를 실제적인 협력이

라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자(Node)와 연결선(Edge), 

Component, Diameter, Density, Average Edge 수치를 이용한 

협력 네트워크의 특이성, Node Centrality 분석 등을 활용하

여 학교보건사업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상 협력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족하다. 지역사회 기관과 

조직사이의 연합을 통한 보건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

려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파악과 함께 질적 수준에 대

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보건사업을 비롯한 지

역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에 비해 이

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드물다(Proven and Milward, 

2001). 이 연구 역시 현재의 학교 보건사업 네트워크 현황

을 분석하는데 그쳐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사업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서비스 제공체계, 제공서비스의 양

과, 질, 지속성, 비용,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정당화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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