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기관장님.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일선에서 수

고하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일부 달라진 건강검진의 내용 때문에 선

생님들께서 검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소 애로

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이 지난 삼십여 년 동안 나름의 일정

한 틀을 유지하다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종합

계획’에 따라 많은 부분이 변경되면서 우리 검진

기관에는 일대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즉, 일반

건강검진은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이 목표인데 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등의 고지혈증 관련 검사항목에 대하여 남녀별로 

4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검자

들의 민원에 대하여 고스란히 우리 검진기관이 일

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일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

황이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의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 등 수검자의 평가관련 검사항

목이 연령대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과중이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회장

김 준 연

일반건강검진의 

트렌드(Trend)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정책이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1차 예방의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검진센터의 운영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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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진기관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협

의회는 검진기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건강검진제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

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되었던 20세에서 39세의 

피부양자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제는 영유아 4개월부터 노년에 이

르기까지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건강검진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검진기관도 이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갖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일반건강검진제도의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는 무증상

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통하여 질병 유무를 파악하고 이미 발병한 

질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여 조치하는 2차 예방의 형태였으나, 이제는 질병

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1차 예방의 형태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혈액검사 위주의 건강검진에서 생활습관평가 등과 같은 문진과 상담 

위주의 건강검진으로 변화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우리 회원기관에서도 앞으로의 건강검진 방향에 따른 검진센터의 운영과 인

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협의회는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율적 발전과 회원기관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일익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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