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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우수한 보건관리 활동과 동기를 파악하여 추후 보건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5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한 사업장 보건
관리자 21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응답한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17개의 범주와 3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
는 보건관리자로서의 보람과 성취감, 보건관리자로서의 어려웠던 부분,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하자 이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마음을 열어주고, 생활을 변화시키기며, 감사해 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예측할 수 없는 건강, 조직문화의 변화, 질병을 비밀화하는 것, 보
건관리자 업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스스로 알게 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장 어려운 사람을 내 편으로 
하며,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건관리자는 자신의 전문성
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건강관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려 사업장의 정책결정자와 근로자들에게 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보건관리자의 성공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보건관리자, 사업장, 보람, 성공전략, 보건관리 활동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vide guidelines for the activities of workplace health managers 
by identifying their excellent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nd motivations. For this, consen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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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was obtained from 21 workplace health managers who had worked at the same company for 
more than five years, and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sent via email to collect and 
qualitatively analyze the data. As a result, 17 categories and three topics were drawn. The derived 
topics included a sense of reward and accomplishment as workplace health managers, difficulties 
encountered as workplace health managers, and how to solve the difficulties. The survey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feel a sense of reward and accomplishment when workers open 
their mind, change their daily life, express gratitude, and pioneer new fields. On the other hand, 
they feel difficulties with unpredictable health,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secrecy of 
disease, and people who think their job is easy. As a way of overcoming such difficulties, the 
research subject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read the minds of workers, let them know by 
themselves, use existing programs, have the most difficult people on their side, and spread their 
achie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it is required for workplace health managers 
to develop professional skill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ealth management to the 
policy-makers and employees of their workplace by continuously reporting health manag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they need to actively benchmark the success strategies of exemplary 
workplace health managers.

Keywords : Workplace health manager, workplace, a sense of reward, success strategies

1. 서 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하면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
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으로 의사, 간
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대기환
경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1]. 이러한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에서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관리, 근로자 건강진
단 실시 및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는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2].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
면 사업장 당 보건관리자의 평균 배치 인원은 제
조업과 7대 기타산업은 2∼3명, 건설업은 1명 정
도로 조사되었고, 보건관리자의 선임형태는 전담, 
겸직, 대행으로 구분하였을 때 제조업의 경우 전
담 보건관리자가 17.9%, 겸직이 11.9%이었으며, 
나머지의 경우 사업장 내 비전문가인 보건담당자
를 두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대
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보건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면 권민 등[4]의 연구에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것 보
다는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수행의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산업간호사의 보건관리 업무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보건관리 업무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급여 
수준이 4천만원 이상의 고연봉자가 급여수준 2천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업무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산업간호사의 업무 경력이 길수
록 보건관리 업무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에 대
한 업무수행정도가 높으려면 오랜 기간 사업장에 
근무하며 보건업무에 대한 경력을 쌓는 것과 경
력에 대한 보상의 만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명희 등[5]의 연구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수행을 잘 할 경우 프리젠
티즘이 낮다고 하였다. 프리젠티즘은 근로자가 질
병을 가지고 출근했을 경우 업무생산성이 낮아지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 결과는 보건관리자
가 업무 수행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하면 근로자
의 건강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혜선 등[6]의 연구에 따르면 보
건관리자를 고용하면 총 투입비용대비  직·간접 



Vol. 37, No. 4 (2020) 사업장 보건관리의 어려움과 성공전략에 대한 질적 고찰   3

- 927 -

편익비가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비용편익분석 연구에서도 
비용-편익비가 1.97로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면 보
건관리자의 보수 및 회사에서 지급되는 비용보다 
그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향상 
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하였다[7].
  이상의 연구에서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면 근로
자 건강증진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사업장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사업장 보
건관리의 78.2%는 산업간호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전담보건관리자가 아닌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6]. 그리고 보건관
리자는 사업장에 1인만 선임된 경우가 많아 업무
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건관리 수행
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낮아서 능동적인 업무 
수행 추진이 어려우며 사업주와 중간관리자, 근로
자들의 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 이는 
보건관리의 업무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8].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는 연간 24시간
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며 개인의 보건관리 업무 
역량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직업건강협회에
서는 보건관리 우수사례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단독으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에게 모범 사례를 
전하고 있으며, 멘토링 사업을 통해 신규 보건관
리자에게 모범적인 선배를 연결해주어 업무 적응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5년 이상 장기간 동일 사업장
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며 사업주와 중간관리
자, 근로자의 보건관리 인식을 높여 건강증진 인
증 및 우수사례로 소개된 보건관리자의 사례를 
조사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
하고 이를 극복한 우수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모델로 삼아 모범적인 보건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관리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추후 보건관리
자의 업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보건관리
자의 일반적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어려움과 보람을 
파악한다.

  셋째, 사업장 보건관리 어려움과 보람의 사례
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최근 5년 동안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우수사례로 언론에 홍보된 
경험이 있는 산업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의 
사례를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차 조사하고, 
이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추가 조사한 사례기반
의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모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7개월 시행되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동일 사업
장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산업간호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이 중 장관상 등 수상을 받은 자 
또는 우수사례로 언론에 홍보된 산업간호사 중 
전문가 혹은 보건관리자로부터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방식(snowballing)을 이용하였다. 
  전화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
를 구한 뒤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메일로 1차 보
낸 후 메일로 답변을 받았다. 답변 중 연구자가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화를 
하여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 내용은 녹
음하고, 녹음 파일은 필사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대상자는 총 30명이었으나 회수
된 설문지는 23부이었고, 불충분한 응답자 2부를 
제외한 총 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3. 구조화된 설문조사 내용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장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학력, 
결혼유무, 취득자격을 조사하였다. 사업장 특성으
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근속년수, 직위를 조사
하였다. 

  2.3.2. 개방형 질문
  연구 특성상 설문 조사지는 개방형 질문을 통
하여 보건관리자의 개별적인 보건관리 사례의 노
하우를 받고자 하였다. 질문 내용으로는 ‘근로자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귀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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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
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애 요인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수
행 중 보건관리자로서 얻은 보람과 성취감에 대
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은 SPSS 24.0으로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내용분석 방
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lo와 Kyngäs[10]는 
내용분석을 준비, 조직화, 보고 3단계로 구분하였
고,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귀납적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준비 단계에서는 자
료의 분석 단위를 선택하고, 자료와 맥락을 이해
하며, 조직화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코딩시트, 그
룹화, 범주화, 추상화를 하였다. 보고단계에서는 
개념적 범주를 최종으로 하는데, 하위범주를 하나
의 범주로 묶고, 범주를 더 큰 그룹으로 묶어 주
범주가 된다. 이러한 추상화 과정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사본을 중심으로 자료를 계속 
읽으면서 단어나 구문, 문장에서 범주를 구분하
고, 범주를 다시 묶어 주제를 구성하였다. 분석결
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reswell[11]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적용하였다. 
신뢰도는 연구자 2인이 필사본을 동시에 읽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배
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 간에 정규적으로 만
나 코딩과 코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범주
와 주제가 일관적인지를 살펴보았다. 타당도는 응
답한 대상자들과 다른 보건관리들에게 분석결과
를 점검하고 확인받았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23명이었으
며, 이 중 2명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
하고 21명에 대해 분석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연령은 39세 이하 14.3%(3명), 40~ 
49세 47.6%(10명), 50세 이상 38.1%(8명)으로 
평균 연령은 48.8세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61.9%(13명), 석사 33.3%(7명), 박사 4.8%(1명)
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취득한 자격증은 산업전문
간호사 33.3%(7명), 직업건강관리사 14.3%(3명), 
산업위생기사 19.0%(4명), 인간공학기사 9.5%(2
명), 심리상담사 14.3%(3명), 웃음치료사 14.3% 
(3명), 미술치료사 4.7%(1명)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업장 특성은 299인 이하 
9.5%(2명), 300~999인 이하 38.1%(8명), 1,000
인 이상은 52.4%(11명)이었다. 현재 직장의 근무
경력은 9년 이하는 23.8%(5명), 10~19년은 
23.8%(5명), 20~29년은 23.8%(5명), 30년 이상
은 28.6%(6명)으로 평균 근속년수는 20.9년이었
다. 직위는 평사원 23.8%(5명), 대리급 23.8%(5
명), 과장급 42.9%(9명), 부장급 9.5%(2명)이었
다.

3.2. 개방형 질문 결과

  개방형 질문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17개
의 범주와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주
제는 보건관리자로서의 보람과 성취감, 보건관리
자로서의 어려웠던 부분,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하
자 이었다. 

  3.2.1. 보건관리자로서의 보람과 성취감

  (1)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근로자
  사업장 내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주변에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본 연구에 응답한 보건관리자들은 그러한 근로자
들이 조심스럽게 건강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근심을 털어놓을 때 보건관리자들은 보람을 느끼
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차 한잔도 건강을 위해 만들며 근로자를 
위해 먼저 다가갔을 때 근로자들이 마음을 열고 
대했으며 그러한 근로자의 마음을 받을 때 보건
관리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찾아온 근로자들이 
나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을 때 ‘내가 이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는 근로자를 
만났을 때가 가장 보람있게 느껴집니다(보건관리
자 1).

  (2) 누군가를 변화시키다: 큰 선물을 받고 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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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n (%) M±SD
age ≤39 3(14.3)

48.8±7.240~49 10(47.6)
≥50  8(38.1)

Status of marriage single  2( 9.5)
married 19(90.5)

Education level University 13(61.9)
Master  7(33.3)
doctor  1( 4.8)

Qualification Industrial specialty Nurse  7(33.3)
Occupational Health Manager  3(14.3)
Industrial hygiene engineer  4(19.0)
human engineering engineer  2( 9.5)
Psychological counselor  3(14.3)
Art therapist  3(14.3)
Art therapist  1( 4.7)

Number of workers 
in the workplace

≤299  2( 9.5)
2355.2±3848.5300~999  8(38.1)

≥1,000 11(52.4)
Work experience ≤9  5(23.8)

20.1±10.5
10~19  5(23.8)
20~29  5(23.8)
≥30  6(28.6)

position a mere clerk  5(23.8)
a person in charge  5(23.8)
Manager  9(42.9)
General manager  2( 9.5)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

  근로자는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질병
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건강 위험요인을 관리하면
서, 근로자의 건강 인식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다. 보건관리자의 노력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뒷받침이 되어 궁극적으로 삶에 대
한 태도가 변화하였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
다.

  퇴직하면서 ‘큰 선물을 받고 가신다.’라고 감사
의 인사말을 남겼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보건
관리자 2).
  알콜중독자가 치유되어 정년을 마치셨을 때 가
장 보람되었습니다(보건관리자 4).

  (3) 생명까지 지켜줌에 감사
  본 연구의 대상자는 근로자의 맥박을 검진하면

서 부정맥이 있음을 알고 심근경색이라고 추정하
여 바로 병원을 의뢰하여 응급시술을 받게 한 경
험을 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통해 동료를 구한적
도 있었다. 근로자 한 명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
아왔다’는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고 하였다. 

  과거 심근경색증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한 직원
분에게 사후관리 차원으로 심장CT검사를 추천하
였는데 정말 극적으로 혈관 막힘 증상 직전에 발
견되었어요. 그 후에 긴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
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며’ 감사의 
인사를 받고 뿌듯했습니다(보건관리자 11).

  (4) 나는 개척자
  사업장은 성과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었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을 위한 보건프로그램은 
낯설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시대적으로 보건프
로그램이 익숙지 않을 때부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6   정명희․최은희․정혜선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930 -

topics categories manager‘s 
number

A sense of reward and 
accomplishment as 
workplace health managers

1. Workers who open up to me 1
2. Changing someone: meaningful gift for me 2,4
3. Returned from the brink of death 11
4. I am a pioneer 11,17

Difficulties encountered as 
workplace health managers

1. Workers who are not sick now 1
2. Habits are not formed overnight 2
3. Sensitivity to personal information 14
4. A misconception of being an easy job 5,11
5. A number of legal restraints 5,7,8

How to solve the 
difficulties

1. Read their minds: Our troubleshooter 1
2. Let them learn by themselves 5
3. Put yourself in their shoes: identifying their needs 3,17
4. Target those in their 40s and 50s 1
5. Utilize existing programs 5
6. Have the most difficult ones on my side 7,12
7. Let them know who we are 4,8
8. Have professionalism and passion 6

Table 2. The topics and categories developed in this study                              (N=21)

을 사업장에 도입하여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예
를 들어, 지금은 금연프로그램이 보편화되었지만, 
20년 금연프로그램을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초창기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들이 불안감이 높을 때 적극적으로 교육하
고, 협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물질에 대한 누락으로 근로자들이 불신, 불안
감이 많이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분들
에게 적극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보호구를 
근로자분들과 협의하고 노력하고 대화와 질의를 
통해 본인에게 편안한, 원하는 보호구를 선정하여 
현재는 바르게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보
건관리자 11).
  웃음치료사 자격을 받고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면서 스트
레스, 우울 지수의 변화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보건관리자 17).

  3.2.2. 보건관리자로서의 어려웠던 부분

  (1) 당장 아프지 않지만 예측할 수 없는 건강
  미래의 건강과 질병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를 명확하게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의 근  
 

로자는 건강하지만, 현재의 건강습관이 미래의 질
병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습관을 바꾸어
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
운 부분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인식이 보건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장애 요
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인식개선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근로자들도 건강에 관한 내용이 내가 당장 아
픈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인식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어려웠지요(보건관리
자 1).

  (2) 조직문화 속에서 형성된 생활습관
  근로자의 생활습관은 혼자 형성이 되었더라도 
조직문화 속에서 강화되는 면이 있다. 특히, 조직
의 단합 문화를 위해 형성되는 음주, 흡연 문화
에 대해 건강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조직문화와 연관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시행 시 다소 어려웠습니다. 예) 
남성근로자 대다수, 특유의 군대문화로 음주문화 
개선이 어려웠어요(보건관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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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리고 싶지 않은 병
  사회가 고령화되고, 근로자 평균 연령이 증가
하면서 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
리를 하려고 하면, 근로자들은 개인정보에 민감하
고 보건관리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

  당뇨병 유질환자이면서 투약을 꺼려하는 환자
들의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보를 
알려 공유함에 있어서도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자 14).

  (4) 편한 직업이라고 여김
  사업장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가 우선이고 
성과로 판단되는 곳이다. 이와 관련되지 않은 보
건관지자의 업무는 다른 직원들에게 편한 직업으
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참 
편한 직업이지요?’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 속상하
다고 하였다.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 
자체를 모르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
에, 자신의 직무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고 하였다.

  사업주 및 임직원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이요. 가끔 직원 중“참 편한 직업이죠?” 
“회사에 제일 망고땡 자리 아닌가요?” 저렇게 말
하는 직원이 있을 때 내가 사업장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저런가?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보건관리
자 11).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관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와 생산현장 관리자들의 의식은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었습니다(보건관리
자 5).

  (5) 관리 업무의 제약성
  사업장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 근로자의 건강
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프로그램을 
위한 사내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다.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 사용, 생산성 위주의 사업장에서 근로
자의 시간을 따로 빼는 것에 대한 어려움, 건강 
활동에 대한 과정이 무시되는 부분, 직급이 틀려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였다. 
근로자의 유질환 비율은 지속으로 증가하여 건강
관리실을 찾는 직원 수가 많으나, 보건관리자가 
1인 밖에 없어 사업장을 순회하고 들어가면 건강
관리실이 비어있다는 항의를 받는 경우 또한 건
강관리 업무의 제약이라고 하였다.

  정책결정자(팀장)가 잦은 변경이 있어요(보건관
리자 8).
  성과지수를 요구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과정이 
묵살되거나 드러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의지저
하를 스스로 회복시켜야 할 때 어려웠습니다(보
건관리자 7).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등 기본적인 건
강증진활동을 위한 시간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보건관리자 5).

  3.2.3.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해보자

  (1) 마음을 읽어 주어라 - 우리의 해결사
  응답자들은 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근로자의 
어려움을 먼저 읽어주고, 근로자의 마음을 편안하
게 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였다. 먼저 마음을 
읽어주고, 근로자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면 어느덧 
근로자는 보건관리자를 ‘우리의 해결사’로 부른다
고 하였다. 

  보건관리자로서 위신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다
가가서 마음을 읽어주는 자세로 임한다면 모든 
사람과의 협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보건관
리자 1).

  (2) 스스로 알게 하라
  근로자의 건강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과서
에서는 보건교육, 상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
시가 된다. 응답자는 이러한 방법 중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게 하고, 결과 
도출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
는 것은 스스로 하게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자신의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하여 대사증후군 
판정이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스스
로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과를 통해서 문
제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과
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
고 문제 해결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스
를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나이 성별 가족력 
등), 당장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금
연, 금주), 일상에서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부분
은 무엇인지(운동, 식습관개선)(보건관리자 5)

  (3) 눈높이에 맞추어라: 요구도 파악
  응답자들은 사업장의 보건프로그램 수행 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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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하였
다. 근로자의 요구도 조사, 경영자의 관심 부분, 
데이터 근거,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요구
도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근로자의 요구도를 파악해서 근로자 입장의 실
천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보건관리자 3).
  경영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므로 성과를 나
타낼 수 있는 주제와 프로그램 선택을 하는 겁니
다(보건관리자 17). 

  (4) 40∼50대를 공략하라
  응답자들은 근로자가 건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연령대가 40∼50대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
다. 이 연령대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교육하면 교육내용에 대한 흡입력이 많다고 하였
다.
  또한, 보건관리자는 이 연령대와 함께 세월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의 건강 추적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시하면 근로자의 만
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현 회사 근로자의 연령대는 주로 40-5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이는 젊은 사람들보다 건강관
리에 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세대이고 
주변에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이 몇 개 정도
가 되는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는 연령대로써 건
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통해 받아들이는 흡력이 
빠르기 때문에 건강증진활동의 성공도가 높습니
다(보건관리자 1).

  (5) 기존 사내·사외 프로그램을 활용해라
  응답자들은 사내에 있는 전체 직원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하기도 하고,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으
로 편성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보건교육을 사내아카데미의 정규교육에 편성하
였습니다. 이 교육은 직원필수 교육과정으로 사내 
아카데미 과정에 보건교육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교육시간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건관리자 5).

  (6) 가장 어려운 사람을 내 편으로
  응답자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내 편으로 만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업장 내 의사결정자인 
사업주, 관리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해 여러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협력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7). 
  하고자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사업계획서를 통
해 잘 어필하고 설득시키는 것, 노력이 필요합니
다(보건관리자 12). 

  (7) 알려라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성과를 사내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알리는 방법에
는 사보와 이메일이 있으며, 여기에 보건관리자의 
계획과 업무를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관지자
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같은 자리에 늘 있다는 
것도 알려야 근로자가 수시로 보건관리자를 찾게 
된다고 하였다.

  회사마다 승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 자리
(보건관리)에 항상 그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만들
어야 합니다(보건관리자 8).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연간 계획을 실천하고 
간간히 사보와 이메일 공지들을 통해 저희의 업
무를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보건관리자 4).

  (8) 전문성과 열정을 가져라
  보건업무와 보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하며, 전문가적 
자신감이 있어야 근로자와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고 하였다. 

  현저히 힘든 산업위생 관련 공부를 많이 했습
니다. 보호구 직접 착용하고, 화학물질관련 공부, 
안전용품 직접 선정하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보
건관리자 11).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하나부터 열
까지 매 순간 성실한 근무, 열정. 지금은 저를 인
정하는 분위기입니다(보건관리자 6).

3.3. 고찰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로 최근 5년 동
안 수상한 경력 또는 우수사례로 언론에 홍보된 
경험이 있는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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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노력과 그 동기를 파악하여 추후 보
건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는 총 23명에게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보내서 21명이 수거되었으며, 그 중 
연구결과에는 11명의 내용이 인용되었다.  다른 
10명의 경우 단답형 답변으로 적혀있어 연구결과
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하
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12]. 산
업재해를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
로 구분되는데, 2018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살
펴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0.01%
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10.2% 
[1]로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질
병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
을 위해서는 보건관리자가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보건관리자들이 사업장에서 지속
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는 보람과 
성취감이었다.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다
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을 하였을 때, 
보건관리자에게 조심스럽게 건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근로자를 대할 때, 보건관리자의 노력이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근로자의 고백
을 들은 경우 보건관리자가 평생을 보건관리에 
노력하게 된 동기라고 하였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서는 사업자의 업종, 근로자의 직종, 근무환경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건강행위를 이끌어
야하기 때문에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
정에서 경험과 식견이 겸비되어야 한다[13]. 근로
자 건강관리에 대한 효과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능
력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지는데, 정명희 등[5]은 
보건관리자의 역할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손
실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정혜선 등[7]은 보건관
리자가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경우 그로 인한 편익
은 3.25배라고 하며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역할수
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은 근로자의 칭찬한마디와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
람이라는 인식 및 격려가 보람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보건관
리자들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은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의 
현재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자, 정책결정자
가 건강관리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여 무시되는 
부분, 건강생활습관을 바꾸려면 조직문화를 바꾸
어야 하는 힘든 노력, 그러함에도 생산성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편
견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의무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사
업주는 사업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안전보건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법과 
전문적 지식은 어렵기만 하다. 사업장에 보건관리
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했지만, 사업주는 보건관리
자 의무고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비
용을 낮추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다[14]. 
현장에서 지휘하는 관리감독자는 부·과장, 직·반
장급인데 보건관리자가 현장경험이 미미한 경우 
보건관리를 위한 변화는 너무도 어렵다[13]. 이해
경 등[15]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이 근로자의 참여 부족, 직종 간 의견충돌, 사업
주의 무관심 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혜선 등 
[16]의 연구에서도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계약형태, 사업장의 
의견충돌이라고 하였다. 즉, 비정규직인 경우보다 
정규직인 경우가, 연령이 많을수록 업무수행을 잘
하였고, 사업장 의견충돌이 적고 조직문화가 건강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가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관리자들
이 사업장에서 보건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장에서
는 이러한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자들
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서 해야 할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
이 개정이 되었고,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에 직
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심화
되면서 옥외근로자의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으
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17]. 또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COVID-19바이러스
로 인해 사업장 근로자의 감염관리 업무까지도 
보건관리자가 수행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는 기존 수행해야 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벌어지는 건강문제에 긴장을 놓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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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미
세한 건강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는 보건관리자 혼자만
의 업무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함께 수행하였을  
때 근로자 건강관리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사적인 업무임에도 보건관리자들은 사업장에
서 근무 시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노력으로 근로자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도를 
파악하여,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군을 먼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주입식
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문제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과를 사
내·외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을 왜 부담
스러워 하는지에 대하여 이복임 등[14]의 연구에
서는 사업장의 매출액, 인건비에 상관없이 보건관
리자의 필요성에 따라 의무고용 부담감이 유의미
하게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사업장에서는 왜 보
건관리를 해야 하는지,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
해 모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그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기
본적인 것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
력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보건관리
자들이 사업장에서 보람과 성취감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많은 어려움으로 떠나가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성과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떠한 
직종보다 보건관리자는 경험과 식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13].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과를 알려서 보
건관리자의 필요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
자를 설득하여 조직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김영임·이다예[18]의 연구
에서는 보건관리자는 임상간호사에 비하여 조직
문화와 조직몰입점수가 높고, 지식공유의 상관성
이 높다고 하였다. 즉,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를 위
한 보건업무를 위해 조직문화에 예민하고, 전문지
식에 대한 공유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관리자의 끊임없는 노력뿐만 아니라, 보건
관리자의 업무분석과 역할을 조명하고 [19], 보건
관리자의 실무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기준 마련하
며 [20], 보건관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13]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수한 보건활동과 동기를 파악하여 
추후 보건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었다. 본 연구 결과 17개의 범주와 3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보건관리자로서
의 보람과 성취감, 보건관리자로서의 어려웠던 부
분,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하자 이었다. 보건관리
자는 근로자가 마음을 열어주고, 생활을 변화시키
기며, 감사해 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예측할 
수 없는 건강, 조직문화의 변화, 질병을 비밀화하
는 것, 보건관리자 업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스
스로 알게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장 
어려운 사람을 내 편으로 하며,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건관리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
하여 노력하고, 건강관리 성과를 알려 사업장의 
정책결정자와 근로자들에게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보건관리자의 
성공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신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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