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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자유방임형 의료공급체계이어서 국민들은 본

인의 건강을 위해 의료이용의 첫 접촉 의사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올바

른 안내자를 갖지 못한 상태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능하면 첨단의료

시설 및 장비와 초전문의사 인력이 집중된 종합병원을 선호함에 따라 대

형종합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동안 시장논리에 의해 경쟁이 강조되어 치료 중심의 첨단 대형병원

들만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있어 온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내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어 의료비가 더욱 급증할 것임이 분명하다. 의료서비스는 날

로 상품화되어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 및 고령자들의 의료이용

은 더욱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건강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

다.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OECD는 병원급 중심

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13

년 OECD 고용노동국 보건의료분과 마크 피어슨 담당관은 지나치게 높

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율과 이로 인한 입원치료 중심의 의료서비

스 공급체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고령화 사회에 처해있는 선진국에서는 일차의료의 강화가 공공성의 확

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 건강관리의 핵심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 절감과 질적 서비스 제공전략으로 일차의

료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달리 지난 30년 

간 일차의료 역에서 가정의학을 전문진료 분야로 도입한 것 외에는 거



의 달라진 것이 없다. 일차의료는 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 지

속되어 왔다.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체

적인 사업실행수단으로서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모

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개발에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황나미 박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으며, 연구진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문을 주신 일차의료연구회 교수님과들 관계자에게 감

사하고 있다. 그리고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김혜련 박

사와 김남순 박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

혀 둔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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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organizing primary 
care in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Health care systems are increasingly challenged by the rise in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multi-morbidity according 

to the low birth rate and aged society. We need to respond to 

the changes by strengthening primary care. Effective primary 

care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chronic 

condition through good care co-ordination and continuity and 

controlling  increase of the costs of health care for the elderly. 

This study aims to inquire background about primary care in 

Korea, to learn some lessons from advanced countries, to es-

tablish strategy to strength primary care and to develop sus-

tainable primary care delivery model with the fastest growing 

elderly populations. 

We are based on primary care attributes of first contact and 

accessibility, comprehensiveness, coordination, longitudinality, 

accountability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In Korea, primary 

care system is not well-established for achieving good attrib-

utes of primary care and functional gate keeping combined 

with a fee-for-service reimbursement system is absent.



2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We propose desirable primary care organization models suit-

able for Korean circumstances as follows. Firstly, target pop-

ulation of primary care services is aimed at aged 50 and older, 

as well as adults with chronic diseases. Secondly, three types of 

primary care organization model are ‘solo practice mod-

el(ex-family medicine doctor, ex-specialized doctor)’, and 

‘group practice model’ and 'public hospital model' in private 

medical professional shortage areas and medically underserved 

areas.  

Thirdly, primary care organizatio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comprehensive care and focusing on targeted 

disease management and training on primary care. Lastly, per-

sonnel and facilities should be prepared to meet the multiple 

health care needs of populations.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의 변화와 평

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

는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더욱이 OECD 국가 중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공적 비율(55.3%)은 OECD 평균(72.2%)보다 낮

아 건강취약 및 경제취약 계층인 노인의 개인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고령층과 노인이 전 인구의 1/3(32.5%)을 

차지하고 있어 수년 내 중고령층이 노인기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어

느 때보다도 건강 취약계층인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고령화 사회에 처해있는 선진국에서는 일차의료의 강화가 공공성의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 건강관리의 핵심전

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 모든 국민에게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차의료 제공체계가 효과적인 정

책수단의 하나가 될 것임. 

⧠ 그간의 선진국 일차의료 발전과정과 수많은 연구결과에 의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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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가 효과적, 효율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노인의료비

의 급증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입증된 바 있음. 

○ 일차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집단의 건강결과가 양호하고 지불비

용이 낮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러 근거와 연구에 입각

할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일차의료의 강화는 필수적임.

⧠ 본 연구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형평적 의료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장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운용모형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한 실행수단을 제시하고자 시도됨. 

⧠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의료 선진화를 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일

차의료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제도화에 따른 쟁

점이나 문제점을 도출,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문으로서 저출산·고

령사회에 실행 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 일차의료의 개념 파악 및 속성의 지향점 도출 

－ 일차의료 분류에 따른 선진국 일차의료 공급체계 특성 및 시사

점 도출

－ 보건의료체계 하부요인별 우리나라 일차의료 인프라 및 잠재

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질병구조에서의 일차의료 목표대상자인 중고령

층의 일차의료에 대한 반응성 규명

－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기관 운용 모형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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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보건의료 관련 법 고찰과 국내외 문헌 및 연구결과 고찰

⧠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s)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 학계 및 보건분야의 전문가와 

면담 실시

⧠ 주 정보자 면접법(key informant interview method)

○ 일차의료 관련 전문가, 서울시 구보건소 소장 2인, 의료생활

협 동조합 의원 관계자

⧠ 직접 관찰

○ 서울소재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원 현지방문을 통해  의료서비

스 공급 구조 및 과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파악함. 

⧠ 전화조사 실시

○ 조사 대상 및 방법

－ 국내외 문헌고찰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를 고려하

고, 기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강화수단으로 제시되

고 있는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계층을 본 조

사대상 선정의 원칙으로 정함.

－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50~64세 중고령

자이며 조사규모는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1,000명을 대상으

로 함. ‘안전행정부’의 2013년 8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적용

하 고,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역, 성, 연령 인구비례할당 후 무

작위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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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은 특정 의료기관에 내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고자 전화조사 방법을 활용함. 

－ 조사도구는 1차 개발된 설문지(안)을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실

시한 후 국내 보건의료계, 학계, 국내외 병의원 의료인의 수차

례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발됨. 

○ 조사내용 구성

－ 조사내용은 일차의료 속성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대상자

의 반응성에 대한 구성요소를 반 하여 조사내용을 개발함.

－ 반응성의 구성요소는 WHO가 제시한 7개 요소 중 존엄성에 

근거한 건강권, 환자의 자율적 의사결정, 의료대응의 신속성

(적시성, 대기시간 등),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 의료

공급자 선택권 등 5개 요소를 조사내용에 반 함.

3. 주요 연구결과

  가. 일차의료의 개념 및 속성

⧠ '일차의료(Primary care)'라는 용어는 1920년 국의 Lord 

Dawson Report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일차

의료를 지역사회 의사가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 음. 

⧠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1996년 일차의

료란 의료인에 의해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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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의 지속적

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내의 특성과 연관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는 의사(clinician)라고 강조함. 

⧠ 일차의료의 석학인 Starfield는 1998년 일차의료의 개념을 ‘최초 

접촉의료(First contact care)’,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성(Coordination)’, ‘지속성(Longitudinality)’으로 구성된

다고 정의함.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일차의료를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하

는 보건의료로서,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적절히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흔한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라고 정의함.

○ 일차의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협

력과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일차의료의 속성 및 각 지향점을 파악하여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모형 개발의 방향성을 찾고자 함.

○ 첫째, ‘최초 접촉’은  최초 서비스를 포함한 일차의료서비스가 지

역적, 재정적, 시간적 장애 없이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나 요구를 사정할 수 있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

○ 둘째, ‘포괄성’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예방 및 건강증진에 이르

는 서비스 등 건강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함.

○ 셋째, ‘조정 기능’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일차의료의사가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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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료인 또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넷째, ‘지속성’은 ‘정보’의 지속성과 ‘의사와의 관계’의 지속성 및 

관리지속성으로 구분됨. 정보의 지속성은 보건의료 정보를 효과

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 및 질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며, 또 다른 지속성인 관계의 지속성을 제도화한 것

이 '주치의(또는 단골의사)' 제도임. 관리의 지속성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누락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으며,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하는 것임.

○ 다섯째, ‘지역사회 지향성’은  일차의료 의사가 서비스 내용의 계

획이나 문제발견 과정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보건문제에까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 것임.

  나. 선진국 일차의료 현황 및 시사점

 

1)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정책 및 일차의료 속성 반영도

⧠ Starfield(1998년)에 의해 개발된 국가 일차의료의 질적 수준 평가

도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음. 

○ Starfield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 특성과 업무

수행(Practice)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일차의료 관련 요인을 

선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평가하 음. 

⧠ 보건의료체계 특성요인은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정책 지원수준을 평

가하는 지표임. 특성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체계 유형(Type of 

system), 재원(Financing), 일차의료인력 유형(Type of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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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practitioner), 활동 의사 중 전문의 비율(Percentage of 

active specialists), 전문의 대비 일차의료의사의 보수(Salary of 

primary care physicians relative to specialists), 일차의료서

비스의 비용분담(Cost sharing for primary care services), 환자

목록(Patient lists), 24시간 의료의 의무(Requirements for 

24-hour coverage), 가정의학의 학문적 강점(Strength of 

academic departments of family medicine) 등임. 

⧠ 업무특성 요인으로는 최초접촉(First contact), 지속성

(Longitudin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성

(Coordination), 가족 중심성(Family-centeredness), 지역사회 

지향성(Community Orientation) 등 일차의료 속성을 평가지표

로 선정함. 

⧠ 이들 일차의료의 질 평가 지표들을 일차의료 제공시스템이 있는 

OECD 13개 회원국에게 적용하여 일차의료 평가점수와 해당 국가

별 건강수준 지표, 보건의료비 지출 및 만족도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국가는 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으

로 이들 국가는 낮은 국가들(미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보다 의

료비 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차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음.

⧠ 일차의료 제공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Starfield가 제

시한 방법론에 의해 평가한 연구결과,  일차의료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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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차의료수준 평가척도
(Starfield 1998)

국 명
일차의료 수준 

점수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2011) (%) 

<보건의료체계 요인 9가지>

①체계유형(합리적 규제정도)
②재원조달 방식
③일차의료 의사유형
④단과전문의 비율
⑤일차의료 의사의 소득수준
⑥일차의료 서비스 본인부담
⑦환자명부(주치의제도)
⑧24시간 서비스 보장 수준
⑨의대 가정의학교실의 위상

<일차의료 내용특성(속성) 6가지>

① 최초접촉      ② 포괄성 
③ 조정기능      ④ 관계의 지속성 
⑤ 가족중심성    ⑥ 지역사회지향성

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일본

1.9
1.7
1.5
1.5
1.4
1.2
1.1
0.9
0.8

9.4
10.9
9.0
11.9
9.3
11.2
8.9
9.5
9.6

미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0.4
0.4
0.4
0.3

17.7
11.3
10.5
11.6

한국 0.3 7.4

〈표 1〉 13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수준 점수 / 보건의료비 비교

      주: 각 평가척도별 0-2점을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제시하 음.
   자료: 1) Starfield (1998). Primary Care: Balancing Health Needs, Services, and 

Tech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안상훈 (2001). 우리나라 일차의료 수준의 평가 및 선진국들과의 비교 분석. 가정의학회지, 

22,  pp.483-497.
        3)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2) 선진국 일차의료 개혁 동향 및 시사점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경험하

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문제를 중

요 과제로 제기함.  

○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일차의료 개혁을 통해 보건의료의 

효율성, 형평성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왔음. 

⧠ 이러한 개혁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보건의료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그 변화의 방향에는 공통점이 있어 시사

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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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의사의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전체의사의 30∼60%)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룹진료화(group practice) 권장 및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의 팀 장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부

분적 인두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와 정

신보건서비스 제공,  문지기 역할의 강화 등임. 

○ 일차의료의사 1인당 담당 대상자수는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1,500∼2,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차의료의사의 이상

적인 담당 환자수를 1,947명으로 추정함(2,500명일 경우 일차의

료의사가 1일 21.7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연구에 의거함).

○ 국 일차의료기관은 25% 이상이 의과대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실시로 수행하지 못한 업무와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실비를 보상받고 있음. 

  다.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 일차의료 자원의 배치 및 의료이용 실태  

⧠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인력은 1980년대부터 30 여 년간 양성되

었지만 총 8천여 명에 불과함. 

○ 게다가 이들 중 44.3%만이 개원한 상태이어서 이들이 지역사회

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의원의 운용형태는 단독진료 의원이 대부분(94%)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개원 형태를 띠고 있는 선진국 일차의료기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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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질병의 70% 이상을 관장하는 일차의료의 자원 기반이 매

우 취약함. 

⧠ 또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일차의료의 기능이 취약해 문지기

(gate-keeping)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과 병

원이 경쟁구도에 놓여 있음. 

○ 그 동안 의료이용의 단계화를 위한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와 

의료자원의 효율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수가 가산제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 2012년 외래진료 급여일수는 개설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는 의

원의 경우, 2005년보다 개설기관이 2,700여개소가 증가하 음에

도 불구하고 6%포인트나 감소되었음. 

○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2005년 보다 외래진료 급여일수

가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외래진료 이용이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개설 기관수가 증가한 종합병원보다는 신설기관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남. 

⧠ 2012년 외래진료 급여비용은 의원의 경우 2005년 보다 6%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약 7%포인트 증가하 음. 

○ 외래진료 급여비용의 44%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불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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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개설수가 1%에 불과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2012년 외

래진료급여일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21.2%를 차지하 고, 외래진료 

급여비용은 33.4%를 차지하 음. 

⧠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시장에서 자율적인 의료이용,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정립, 치료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의 지불보상체계 등으로 인

해 일차의료의 속성이 구현될 수 있는 성과는 미흡하여 그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환자 1인당 일차의료의사의 진료시간이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경우 15분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환자 1인당 진

료시간이 약 6분이어서 일차의료의 속성인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의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 최근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료’ 책정, 약제비 본

인부담 차등화, 최초 접촉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의원 토요휴무 가산제 등 의료의 지속성, 포괄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도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고령화 인구 및 만성질환 구조 특성 

⧠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2010년 5,354천명)이

며, 2018년에는 14%로 예상되어 수년 후 고령사회로 진입됨.

○ 2026년에 20%로 초고령 사회로 압축적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음. 

○ 수년 내 베이비부머의 고령화가 시작되면 만성질환의 부담증가라

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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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 전체 진료비의 33.3%를 차지하

고 전년도 대비 8.8% 증가하 음. 

○ 노인은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합병증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중요한 반면, 발병되면 이로 인한 장기적인 높은 

비용부담으로 쉽게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치료가 중단될 수 있

는 계층임.  

⧠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은 30대 연령층 9.1%, 40대 연령층에서 

21.1%이었으나 중고령자인 50대 연령층에서는 33.8%로 3명 중 1

명이 고혈압 환자로 나타남. 또한 60대 연령층에서는 55.4%로 과

반수 이상이 고혈압환자임. 

⧠ 당뇨의 경우도 40대 연령층에서 6.6%이었으나 50대 연령층에서는 

13.2%로 급증하 고 60대 연령층에서는 19.6%로 증가하여 연령

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증가함.

⧠ 따라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노인기 이전인 중고령

기 부터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라. 중고령층의 일차의료에 대한 반응성 

⧠ 전국 16개 시도별 거주자,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여 

50~64세 중고령자 1천명(여성 500명,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단

골 의료기관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7%가 단골 의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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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의료기관은 의원이 40.4%, 병원 24.6%, 종합병원 13.8%,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 11.1%이었음.  

○ 단골 의료기관이 있지만 18.8%는 단골 의료기관에서 질병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단골 의료기관에서의 질병상담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고령일수록 유의하게 더 많이 받았으며, 지난 3개월 

내 의료이용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주치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질병으로 지난 3개월간 진료경험이 있었던 경우(91.1%)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p<0.05).

○ 희망 진료과는 내과 75.4%, 가정의학과 39.3%, 정형외과 

20.9%, 신경과 16.2%, 한의사 12.9% 이었음.

○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대상자의 선호 의료기관은 의원 23.4%, 병

원 23.3%,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 16.7%, 일반 종합병원 

15.3% 순이었음. 아무 의료기관이나 상관없다는 응답이 14.1%

이었고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으로 응답한 경우는 4.1%이었음. 주

치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의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호하는 대상자는 당초 23.4%이었는

데,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는 91.2%가 동의하

였고, 병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해서도 90.6%가 동의하여 주

치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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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및 병원 주치의 지정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지난 3개월간 진

료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동네 의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첨단 의료장비 및 기기가 적

어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 ‘질병이 악화되면 결국 치료하지 못하

므로’, ‘모든 진료과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진료과 전문

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의사가 자주 이직하고 의원이 폐쇄되어 

진료기록이 없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므로’ 순 이었음.  

⧠ 주치의 선정 후 온라인,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정도에 대해서는  ‘특

별한 건강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상담을 받겠다‘(43.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 달에 한번’(26.7%), ‘3개월에 한

번’(14.6%), ‘2개월에 한번’(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치료목적 이외 질병 및 건강 상담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는 대상자의 

40%가 지불하지 않겠다고 응답하 으며, 비용 지불의사가 있는 대

상자들(600명)의 지불비용은 3개월 평균 21,238원으로 산출됨. 

○ 비용 지불의사는 성, 연령, 직업과 지난 3개월 이내 의료이용 경

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음. 즉, 여성에 비

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난 3개

월간 진료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용지불의

사가 높은 비율을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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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한국형 일차의료기관 모형

1) 기본방향 

⧠ 일차의료기관의 접촉유형은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전문의사 선호도

와 의료이용의 특성을 반 한 모형으로 설계함. 

○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은 의료이용의 합리적 과정을 유도하는 데 

적합하며 지역사회 통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조정기

능 모형(Lamarche 분류방식 기준)과 ‘체계적 전문가 중심 모형’

으로 기능하도록 구축함. 

⧠ 일차의료를 실현가능한 모형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주 핵심 수요층을 선정하여 설계함.

⧠ 서비스 대상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를 시설로 국한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함.

⧠ 지불보상체계는 일차의료의 속성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절

한 유인구조를 갖추고, 일차의료가 제공되는 방식(서비스 구성, 서

비스 제공 조직의 형태와 구조)에 부합하며,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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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일차의료기관 운용 모형 

  가) 주 등록 대상층

⧠ 일차의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형평을 이루게 하는 대상층

을 선정하여 반응성 높은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등록 관리대상은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

는 인구집단이면서, 주치의 필요도가 높은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유

병률이 높은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을 대상으로 함. 또

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1개 범주에 속하는 만성질환자로 진단된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 이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를 선정하여 등록함. 

⧠ 일차의료 등록관리 대상자수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할 때, 중고

령자(50-64세) 10,495천명, 노인 6,209 천명으로 총  16,704천명

이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질환자(30∼49세 유병률이 높은 고

혈압, 당뇨 기준)까지 포함하면 총 23,691천명으로 추산됨.  

⧠ 일차의료의사 1인당 등록관리 대상자수는 선진국 활동현황을 근거

로 하고 일차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17,00명 이하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필요한 일차의료의사 인력수는 약 13,936명으로 추정

됨(50세 이상 전 연령층, 30∼49세 고혈압 및 당뇨환자가 모두 

등록한다는 전제이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 환자를 제외할 

때 실 등록 환자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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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차의료기관 구조

⧠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은 현재 동네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기관(모형Ⅰ)’, 

‘의원간의 집단개원(모형Ⅱ)’, ‘취약지역 일차의료센터(모형Ⅲ)’ 로 

분류함. 

○ [모형Ⅰ]은 기존의 ‘가정의학과 의원’과 ‘그 외 전문 진료과 의원’

으로 구성됨. 

○ [모형Ⅱ]는 의료 역을 확대하여 일차의료의사 단독으로 해결하

지 못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경 의 효율성을 증

가시킬 수 있는 모형임.

○ [모형Ⅲ]은 지역내 관리 대상자에 비해 의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역 모형임. 군지역 보건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일차의료센터(가

칭)’을 개설하여 전문의와 첫 접촉이 가능하 던 외래진료기능을 

폐쇄하고(응급제외), 외래 이용시 반드시 일차의료의사와 첫 접촉 

후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체계임.

  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 지역사회 진단, 계획 수립 및 평가   

○ 일차의료 팀이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을 하게 되며, 그 운 에  지

역주민 대표, 전문가, 보건소 관계자 등 가칭 ‘일차의료기관 운

위원회’가 참여함. 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일차의료 팀의 업무 계획에 

반 시키고, 그 업무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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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 간호 및 왕진: 퇴원환자,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임종환

자 대상 

⧠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교육 및 상담, 예방접종

○ 도입 초기에 현 행위별수가제 틀 내에서 수가가 책정된 ‘만성질환

관리상담료’의 수가(1회 1,700원)를 적용, 등록대상자 1인당 12

회 쿠폰을 별도 발급하여 상담서비스에 대한 수가산정을을 일차

의료기관에서도 공식화함.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관리 및 건강검진 관리

○ 일차의료가 공공재적 서비스이고 대상자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여

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차의료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사망원인이 수위인 국가중점 대상질환의 일차적 관리를 담당함.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정기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 하고 고

위험 대상자를 사후, 관리함. 

⧠ 지역사회 일차의료 교육·수련 기능 담당: 학생 및 전공의 대상

  라) 일차의료 인력 및 시설 

⧠ 일차의료에서는 건강문제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포괄적,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치료 기능 이외에 예방 및 건

강증진은 물론, 정신보건, 재활, 사회복지, 요양 및 호스피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됨. 

○ 일차의료 팀 구성은 일차의료의사, 일차의료 전문간호사, 약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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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하되 인

력규모는 등록대상자 및 이용대상자수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함. 

○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지역주민의 건강필요도에 따라 융통적으

로 구성하되 사회복지사, 양사, 운동처방사 인력은 인력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해 지역 내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비와 시설은 대상자의 건강 필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하여 구비하

되 기본적인 검진 수준의 장비는 다음과 같음.

○ 진찰대, 혈압계, 24시간 혈압계, 심전도, 드레싱 도구세트, 소수

술 도구세트, Spirometry, Fundoscopy, 자궁경부세포 도말검

사 장비, 내시경 장비 (위/대장 내시경)세트t, 상의학 장비(엑스

선, 초음파), 멸균소독 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차, 전산장비 등임.

  마) 일차의료기관 운영 방식 

⧠ 서비스의 질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으로 개설, 운 되기 위해서는 의

과대학이 참여하는 구조의 모형 설정이 필요함. 

○ 보건소와 의과대학의 협약에 의한 일차의료기관의 운 방식이며,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이 중심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보건에 필요할 경우 보건소 인력과 예방의학 및 

그 외 단과 전문 역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이 모형에서는 일

차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인력으로 가정의학 교원이 참여하게 

되므로 의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함. 

○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과대학의 협약에 의한 일차의료기관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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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임.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좋은 사례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료생협)’으로 지역사회 기반과 주민 참여가 일차의료를 구조적으

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임.

○ 민간의원과 의과대학의 협약에 의한 운 방식으로 일차의료 참여

를 희망하는 민간의원들이 의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차의료

기관을 설립하여 운 하도록 함. 

⧠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 등록방법은 대상자가 스스로 등록하는 경

우,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 진료과 진료 후 의료인에 의해 의뢰된 경

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대상자가 건강체크 결과를 통해 등

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50세 이상 중고령자 및 노인, 만성질환자는 본인의 자율적인 판

단에 의해 선호하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모형Ⅰ, Ⅱ, Ⅲ)에 등록함. 이들은 질병의 진단과 함께 개인

의 평생 건강정보 및 생활습관정보를 주치의와 공유하며, 지속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음.

○ 건강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등록되는 경우는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백화

점, 노인정, 보건소 등의 장소에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칭 

‘전자 건강측정실’을 설치함. 대상자들은 체질량지수(BMI)와 혈

압 등을 ‘전자 건강측정실’에서 측정하게 되고, 측정결과는 주민

등록증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동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 

전송됨.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측정결과가 정상범위일 경우에는 

자동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문구가 대상자에게 건강결과와 함

께 추후 조치사항을 개인 전화 또는 핸드폰을 통해 전송해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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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정상범위이더라도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차의료의사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관리나 치

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차의료기관의 서비스를 받도록 주치의 

등록에 대해 안내함.  

〔그림 1〕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상자 등록 및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바) 일차의료 지불보상제도

⧠ 일차의료가 지속가능한 공급기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수가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단독 행위별수가제에서 단계적으로 인두제 및 

인센티브제를 병행한 보상체계로 개편함.

○ 초기에는 상담 및 예방서비스 등의 포괄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보상

을 위해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형태에서 별도 산정함. 

⧠ 질 높은 일차의료기관의 구축을 위해 의료제공자에 대한 재정적 지

원과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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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뢰 및 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불보상체계를 현실화함.  

⧠ 일차의료의 편익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 

  바. 지속가능한 일차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전략

⧠ 기존 관련 정책 및 제도와의 정합성을 위한 표준 일차의료기관 정착

을 위한 시범 운

○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비 증가에 대응한  정책적 

수단들과 모순되지 않는 접합점을 찾고 일차의료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과의 역할 재설정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일차의

료기관의 운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을 

시·군·구 지역별로 2∼3년간의 시범 적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일차의료 구축에 따른 쟁점과 파생될 수 있는 잠재적 위기요인들

을 사전 도출하여 기존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진입 기전 및 운용방

법, 지불보상 방식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그리고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전 모의실험

이 요구됨. 

⧠ 지불보상체계의 단계적 개편 

○ 급격한 지불보상체계의 변경은 의료대란을 초래하므로 초기에는 

100%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두제, 성과급제, 수당 형식으로 출발

하여 장기적으로는 인두제 40%,성과급제 20%, 수당 10%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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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별 수가제를 감소시킴. 

○ 도입 초기 등록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상담쿠폰 비용 지불 보상으

로 1인 연간 20,400원(만성질환관리상담료)을 지불함. 

○ 또한 일차의료의 속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진료시간

을 최소한 15분 정도 확보하도록 1일 진료건수를 40건 이하로 

제한하며, 진료건 감소에 따른 진료수입의 부족분은 인두제 성격

의 공적 비용지불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일차의료 전문교육 수련과정 개정

○ 여러 임상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 개원의사, 보건학, 예방의학 

전문가가 일차의료 수련과정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수

렴을 거쳐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임상 진료지침도 개발하여 질 평가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함. 

⧠ 의학교육에서의 일차의료 경험을 통한 일차의료 인식 제고

○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부분이 소홀히 다루

어져 왔음. 일차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일차의

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선진국과 같이 최소 1

개월 이상의 일차의료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함. 

○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은 선진국과 같이 건강증진,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확대함. 

⧠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 강화  

○ 의료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의 유인수요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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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상업화를 지양하면서 국민의 형평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이 정부의 기본역할임.  

○ 일차의료는 국가 의료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필수 인프

라이며, 국민에게는 형평적 의료이용을 보장해 주고 과잉진료와 

왜곡된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기전으로 작용함. 

○ 하지만 정부의 주도(initiative)와 리더십(leadership)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

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 

*주요용어: 일차의료, 일차의료의사, 일차의료기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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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

다. WHO는 최적의 건강과 형평성 있는 자원배분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두 개의 목표를 균형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일차의료를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필수적이고 연속적인 기반을 

이루는 부문으로 일차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일차의료’라는 용어는 1920년 국의 Dawson Report에서 공식적

으로 처음 사용하 다.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 전문의

(specialist)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의사가 예방과 치료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그 개념이 시작되었다. 일차의료는 지역주민이  건강을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보건의료를 지칭한다. 일차

적인 접촉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노력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일차의료를 정의

하는 추세이다. 

일차의료는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

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

게 흔한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일차의료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주민의 참

여가 필요하다. 또한 최초 접촉의 접근성, 포괄성, 관계의 지속성, 조정기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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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라는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들이 잘 구현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의료는 의료의 지역화가 이

루어진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한다. 의료의 지역화 요건으로는 진료

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 의료기관간 기능의 분담 및 연

계, 그리고 환자 이송·의뢰체계의 수립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의 지

역화는 일정 지역내 진료의 수준에 따라 1차, 2차, 3차 진료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접근성이 가능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일차 진료는 인구

가 2천 명의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되는 질환을, 이차 진료는 인구가 

1~5만명 지역에서 발생되는 질병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무한 경쟁구도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

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진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3개월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

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와 내

원일수는 감소되었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2). 이 제도는 일차진료기관인 의원의 유휴화 현상을 방

지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지만 일차의료 기반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뢰 및 회송

이라는 기능분담 및 연계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구조 및 기능, 지불

제도, 교육수련제도 등 전술한 일차의료 속성이 구현되도록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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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요인들의 개편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합계출산율(TFR)이 2012

년 1.13으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보다 현격하게 낮고,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로 인해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노인이 전 인구의 32.5%를 

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로 인해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가 급

격히 이루어지므로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고위험 요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2012년 10대 사망원

인 중 7개 원인이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심장질환(2위), 뇌혈관

질환(3위), 당뇨병(5위) 및 고혈압성 질환(10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인의 36.6%를 차지하 다(통계청, 2013).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 시장논리에 의해 치료 중심의 첨단 대형병원들

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가 더욱 급증할 것임

이 분명하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부담되어 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키게 된다. 의료서비스는 날로 상품화되어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중고

령자 및 고령자들의 의료이용은 더욱 제한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건

강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 및 경제 취약 인구집단을 고

려한 의료시스템 변화와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처해있는 선진국에서는 일차의료의 강화가 공공성의 확

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 건강관리의 핵심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 절감과 질적 서비스 제공전략으로 일차의

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급증하는 의료비 해결방안으로 1990년

대 이후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

스 접근성과 형평적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적 전략들을 도입하고 있

다. 그 외 국가들도 의료비 지불제도의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를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문지기(gate-keeping)와 조정이라는 기능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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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필요한 서비스 길잡이를 통해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을 강조하여 

계층 간 형평성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일차의료의 기능이 취약해 문지기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과 병원이 경쟁구도에 놓여 있

다. 이에 OECD는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료의 개선 

과제로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차의료의 지역적 구조를 구축

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 다(OECD, 

2012). 따라서 초저출산과 베이비부머의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만성질환

에 대한 효율적 건강관리체계의 구축과 노인의료비의 급증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

계를 유지하여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양질의 일차의료 제공체계가 중요하다. 더욱이 일차의료 수준이 높을수

록 인구집단의 건강결과가 좋고 지불비용이 낮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난 여러 근거와 연구에 입각할 때,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일차의료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서 건강취약계층에게 형평화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옹호하며, 시장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한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완화와 질병치료는 물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포괄적 서비스를 의료제공자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를 구현하는 기관의 모형을 개발함

으로써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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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향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

업실행수단으로서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개발과 전략 틀

(strategic framework)을 도출하고 이러한 전략 틀에서 운용가능한 모

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상에서 일차의료기관을 운용하

는 데 장애가 되거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

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를 숙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의료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의료의 개념 및 속성에 근거한 우리나라 일차의료 현황      

분석  

둘째, 일차의료 분류에 따른 선진국 필수의료 공급체계 특성 및 시     

사점 도출

셋째, 일차의료 속성별 우리나라 일차의료 제도 구축 저해요인 규

명 및 제도적 필요기반 도출

넷째, 일차의료기관의 모형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전략 제시

3.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가. 기본 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선진화를 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차의료체계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국내외 제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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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여건을 사정하여 제도화에 따른 쟁점이나 문제점을 도출, 보건의료

체계의 한 부문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과

정으로 연구의 틀을 설계하 다. 

이에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요소를 일차의료에 적용하여 일차의료 

자원의 개발(development of primary care resources), 일차의료 자

원의 조직적 배치(organized arrangement of resources), 일차의료서

비스 제공(delivery of primary care), 재원지원(economic support) 

및 관리(management) 등에 대한 정책화 관점에서 각 현황을 파악하

고 동시에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간주하 다

(그림 1-1).

〔그림 1-1〕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자료: Kleczkowski(1984), Health Care Systems and Their Reorientation Towards Health 
For All,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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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로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WHO(2000)

와 Hurst(2001)가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로 제시한 3개 지표 중 ‘소비자의 

기대에 대한 반응성’, ‘재원조달에서의 공평성’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

여 본 연구 설계에 반 하 으며(‘양호한 건강수준 지표’는 제외), 한국적 

일차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는데 지표로 삼았다.  

본 연구 추진체계는 [그림 1-2] 와 같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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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내용 및 범위

1) 표준 일차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목표설정을 위한 일차의료 정의 

및 속성 파악  

○ 일차의료의 정의와 개념 분석을 통해 일차의료의 속성을 파악하여, 

일차의료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함.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규명하고, 일차의료기관이 표방하여야 할 

목적과 운용방향을 도출함.

2) 선진국 일차의료 현황 및 평가와 시사점 도출

○ 국가 보건의료체계 분류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일

차의료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함. 일차

의료 속성에 입각하여 각 국가의 현황 및 그 수준을 평가하고 시사

점을 도출함. 

   -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축 초기부터 주치의 제도가 구축된 국가보건

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체계에 속한 국, 사회보

험체계를 갖추고 있는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와 최근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시도한 프랑스, 그리고 민간보험체계

에 속하면서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주치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

된 미국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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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 싼 보건의료 환경 진단 및 의료사회 

특성 파악

○ 우리나라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별 접

근을 통해 일차의료의 특징을 검토함. 또한 노인기에 들어서는 베이

비부머 세대의 일차의료와 주치의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를 파악함. 

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 환경진단을 통한 의료공급자측, 

이용자측 일차의료 도입의 장애요인 도출 및 제도적 필요기반 규명 

 

○ 일차의료 속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관

련 제도 도입 경과와 이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여 공급자측 일차의료 

구축 저해요인을 규명함. 

○ 또한 우리나라 의료이용 및 질병구조의 특성을 OECD 회원국과 비

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일차의료의 핵심 구현 과제와 필요 

기반을 제시함. 

5)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및 운용전략 제시

○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목표달성을 위해 표준 일

차의료기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하부

구조 요소별로 일차의료 도입 모형을 제시함.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차의료기관의 운용

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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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가. 보건의료 관련 법 고찰과 국내외 문헌 및 연구결과 고찰

    ○ 국내외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관련 연구문헌 고찰

    ○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기관 자료 및 기관·보고서 등 정보검색

    ○ 국제기구, 국내외 정부 및 민간기구 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 활용

       - OECD, WHO 등 국외 유관기구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내부(통계) 자료 활용  

  나. 초점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s)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일차의료의 속성, 일차의료기관의 질 평가 

및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국민의 의료이용 및 수요 파악 등 실효성

이 있는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에 초점을 둔 면담 및 간담회 실시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 학계 및 보건분야의 전문가와 면

담 실시

  다. 주 정보자 면접법(key informant interview method)

    ○ 그 동안 우리나라 일차의료 사업 추진경과 및 상황에 관해 잘 알

고 있는 전문가와 의견교환 및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

계의 특수성과 의료이용 문화에서의 강점, 약점 및 장애요인 등

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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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의료를 연구하는 전문가

       - 서울시 구보건소 소장을 대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원에 대

한 의견 수렴

  라. 직접 관찰

    ○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원의 물리적 시설 정보와 제공시스템의 실

태를 파악하고자 서울소재 1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 및 과정을 관찰하고, 물리적 시설을 확인하 으며 의

료생활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함. 

  마. 전화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고찰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기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강화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계층을 본 조사대상 선정의 

원칙으로 하 다. 즉, 건강취약계층이면서 의료수요가 높은 연령층을  대

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과 주치의 제도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

해 전국 표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50~64세 중고령자이며 

조사규모는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 연

령층의 인구수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8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적용

하 고,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역, 성, 연령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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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조사방법은 특정 의료기관에 내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발생

될 수 있는 편견을 배제하고자 전화조사 방법을 활용하 다. 이로 인해 

대상자 접근성은 용이한 반면, 일차의료에 대한 정확한 의사소통에는 한

계가 있어 전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의 자료만이 활용되었다. 한

편, 50~64세(1950~1963년 출생) 전체인구가 약 712만 명임을 고려할 

때, 1,000명에 불과한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도구는 1차 개발된 설문지(안)을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국내 보건의료계, 학계, 국내외 병의원 의료인의 수차례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발되었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2013년 9월 9일부터 12

일까지 4일간 실시하 다. 설문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표본

오차를 갖는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일차의료 속성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대상자의 반응성

에 대한 구성요소를 반 하여 조사내용을 개발하 다. 반응성의 구성요

소는 WHO가 제시한 7개 요소 중 존엄성에 근거한 건강권, 환자의 자율

적 의사결정, 의료대응의 신속성(적시성, 대기시간 등), 사회적 지원체계

에 대한 접근성, 의료공급자 선택권 등 5개 요소를 조사내용에 반 하

다(비 보장 및 서비스 제공환경의 쾌적함 제외)(De Silva A., 2000). 

일차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주치의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 고, 포괄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질병예

방 및 건강상담 등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또한 질병예방 및 건강상담 등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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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일반적 사항

- 지역, 연령, 성별
- 직업, 병원외래이용, 건강보험가입형태
- 월평균 가구수입, 최종 학력

주치의제도 
인식 

및 수용성

- 지난 3개월간 앓은 질병
-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정도
- 단골 의료기관
- 단골 의료기관에서 건강상담 및 질병상담 받은 정도
- 주치의 필요성
-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
- 주치의 선호 의료기관
- 주치의 선호 진료과목
- 주치의 선정 후 예상 상담 빈도
- 동네 의원 주치의 지정에 대한 인식
- 동네 의원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
- 동네 병원 주치의 지정에 대한 인식
- 치료목적 이외의 질병 및 건강 상담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
- 3개월 정액제 시 최소 지불 비용
- 무료상담 주치의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질병발병시 우선선택 의사 
- 주치의의 진료 안내 수용 인식
- 주치의를 먼저 찾지 않는 이유
- 질병 발병 시 우선고려 의료기관

불의사를 조사하여 질병 예방 및 가치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

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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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의료 정의 및 속성

2. 일차의료 구성의 유형





1. 일차의료 정의 및 속성
  

  가. 일차의료 정의

'일차의료(Primary care)'라는 용어는 1920년 국의 Lord Dawson 

Report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일차의료를 지역사

회 의사가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또한 일차 보건의료센터, 이차 보건의료센터, 교육병원 등 3단계 수준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의 네트워크와 전문의

가 근무하는 보건의료센터(Health center)의 이원화된 체계를 제안하

다(Frenk, 2009). 제시한 의료의 3단계 개념은 현재까지도 지역화

(Regionalization) 구축에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6년 Parker 등이 여러 의사들의 동의를 거쳐 일차의료

를 ‘응급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의뢰를 통해 다른 수준의 의료와 연계하며, 모든 의료문제를 지

속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 다(Lee et al. 1976 재인용: 김혜련, 1996). 

20여년이 지난 1996년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에

서는 보건의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차의료에 관한 새로

운 정의를 발표하 다. 즉, 일차의료란 의료인에 의해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이 때 의료인

일차의료의 개념과 속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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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내의 특성과 연관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는 의사(clinician)’라고 강조하 다. 

1998년 일차의료의 석학인 Starfield는 일차의료의 개념을 ‘최초 접촉

의료(First contact care)’,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성

(Coordination)’, ‘지속성(Longitudinality)’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

다. ‘최초 접촉’은 새로운 건강문제 발생 시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성’은 일차보건의료기관을 통해 환자가 모

든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일차의료

기관내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외에도 2차 서비스(상담)와 3차 서비스

(특정질환 관리) 및 필수적인 지원서비스(홈케어,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등) 등의 서비스를 다른 기관으로의 의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지속성’은 환자가 정규 치료기관 즉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

로 관리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자와 치료자 상호간의 강력한 인

간적 유대 관계를 반 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정기능’은 건강 문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의사 또는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의 건강문

제를 지속적인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Starfield, 1998). 

Starfield(1998)의 일차의료 정의에 입각할 때, 미국 '의학연구소’의 

정의에서는‘최초접촉’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차의료에 고유하지 않은 

특징들(예. 책임성,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도 포함시켰다. 게다가  인구집

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의 구조적 측면 보다는 개별 환자에게 초

점을 두었다는 점이다(Starfield, 1998).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란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

하는 보건의료로서,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

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해결하는 분야’라고 기술하 다. 일차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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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협력과 지역사회 참여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세계보건기구｣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by the 2000)’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본 권리

로서 일차보건의료를 제창하 다. 이 개념은 일차진료(primary medi-

cal care)를 포함하면서 예방적 의료를 포함하는 포괄적 국가 의료체계

로서 주요기능을 한다(Basch, 1990). 

일차보건의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에는 ‘보건교육’, ‘ 양 공급’, ‘충분

하고도 안전한 물의 공급과 기본적인 환경위생’,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

방접종을 포함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흔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흔

한 질병과 외상의 적절한 치료’, ‘필수의약품의 비치와 공급’, ‘전통의료’ 

등의 8개 사업이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흔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흔한 

질병과 외상의 적절한 치료’, ‘필수의약품의 비치와 공급’ 등은 일차진료 

공급에 필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Starfield (1998)는 ‘일차의료’란 ‘일차

보건의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일차진료를 개선시켜가는 과정

에서 형성된 개념이라 하 다. 

WHO의 HEN(Health Evidence Network) 보고서(2004)에 의하면, 

일차의료는 ‘최적의 건강과 형평성 있는 자원배분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두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국가 보건의

료체계의 필수적이고 속적인 기반을 이루는 부분’, 또는 ‘건강과 안녕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방, 치료(cure), 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의 흔한 건강문제들을 다루는 분야이며, 건강의 증진, 유지, 개선을 위해

서 기초 자원과 전문 자원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하게 하는 서비

스’로 정의하 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내의 단계, 서비스의 내용, 수행

성(과정), 그리고 팀 구성원 등, 각각의 측면에서 일차의료의 개념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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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제도적으로 일차의료가 잘 발달한 국가에서는 일차(보건)의료는 그 기

능과 특징에 있어서 일차의료 의사의 업무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일

차의료 의사는 일차(보건)의료 역에서 우선적(preferred)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일차의료가 일차보건의료의 중심에 위치하는 국가들에서는 일

차의료가 가정(방문)간호 등 여러 일차보건의료 활동들을 조정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일차의료는 의료비 재원 조달 방법, 일차의료 의사 종류, 단

과 전문의 비율, 일차의료 의사 소득 수준, 일차의료 환자 본인 부담금, 

환자 명부 보유와 활용, 가정의학교실의 지위 등 9가지 체계적 요소를 바

탕으로 최초접촉, 포괄성, 조정기능, 지속성 등 4가지 핵심속성을 구현하

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다(Starfield B, 2008)

결론적으로 일차의료는 일차진료(primary medical care)만이 아니

라,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이다. 예방

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가 보건의료 체계에 처음 접촉하는 단계, 지속적 보건의료과정의 첫 번째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나. 일차의료의 속성

일차의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요인, 즉, 바람직한 일차의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의료의 정의에 근거하여 일차의료의 

속성을 살펴보면 미국 ‘의학연구소(IOM)’에서는 접근성, 포괄성, 조정기

능, 지속성 및 책임성을 제시하 고, Holmes(1982)는 지속적 의료, 가족

의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라고 제시하 다(Rogers, 1982). 

Starfield는 일차의료의 속성을 최초 접촉의료(First contact care),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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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성(Coordination), 지속성

(Longitudinality)으로 제시하 고(Starfield, 1998), 현재까지 일차의

료의 질 평가지표로 적용할 만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의 속성별 지향점을 파악하여 일차의료를 활성

화할 수 있는 기관모형 개발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1) 최초 접촉

‘최초 접촉’은 주민 또는 환자가 최초로 이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의

미한다. 최초 서비스를 포함한 일차의료서비스는 지역적, 재정적, 시간적 

장애 없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문제나 요구를 사정

(Need assessment)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접근성이 높

은 서비스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므로 질적인 일차의료라면 최초 

접촉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환자 또는 주민의 건강문제를 최초 접촉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일차의료 전문의사이다. 

2) 포괄성 및 지역사회 지향성 

포괄성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예방 및 건강증진에 이르는 서비스 등 

건강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포괄성이란 분절

적인 전문적 진료의 합이 아니다(Starfield, 1998). 

일차의료는 의료공급체계에서 단절된 기능적 서비스가 아닌 상호 공유

된 포괄적 서비스이다. 주치의가 없는 상황에서 각 전문분야별 병원 외래 

진료는 단위질병 치료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건강 측면에서는 서비스 

분절화에 의해 비효율적이다. 일차의료의 포괄성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학제 일차보건의료 팀에 의한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질병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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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각 전문분야 서비스의 합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과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

괄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대상자를 굳이 환자로 국한시

킬 필요가 없으며 건강증진 대상자, 건강취약계층이나 고위험요인 보유

자를 대상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조정기능

조정기능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의사가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전문의료인 또는 지

역사회 자원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의 필요도에 부합하는 일련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확인

하고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합리적인 경로를 마련해주는 것을 의미

한다(정현진 등, 2008). 일차의료의사와 전문의 인력 간의 이송정보에 대

한 공식적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조정기능이 있다고 평가한다

(Starfield, 1998).

4) 지속성

지속성은 양질 의료의 필수 요소이다(Myers, 1969). 생애 전 과정을 

통한 건강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의료의 지속성이 최근 국제사회에

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진료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인 건강변화를 다루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Continuity’ 보다는 ‘Longitudina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성’에는 ‘정보’의 지속성, ‘의사와의 관계’의 지속성 및 관리지속



제2장 일차의료의 개념과 속성 51

성으로 구분된다(Reid et al., 2002). ‘정보의 지속성’은 보건의료 정보

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을 통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들이 환자

의 건강상태 및 질병 정보를 공유하여 치료성과 평가와 함께 중복이나 과

잉이 아닌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또 다른 지속

성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의 지속성이다. 이 관계의 지속성을 제도화

한 것이 이른바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된 '주치의(또는 단골의사)'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지속성’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락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으며,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의료제공자가 다르더라도 의료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에게 제

공되는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일차의료 구성의 유형
  

1990년대 이후 실행된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은 분권화, 조정기능  

의 강조, 그룹진료(집단개원)의원의 확대, 만성질환관리, 팀 활동 특히 간

호사의 역할 강조, 혼합형 지불제도, 전문가의 협력 증대 등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국가도 일차의료 구성이 한 가지 모형에 완전히 일

치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가. 일차의료 공급 방식 측면

Lamarche는 일차의료 제공모형으로 등록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여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분류하 다. 즉, 일차의료 분류에 따른 선진국 필수의료 공급체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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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과 지역사회 모형(Integrated  

 community model)으로 구분하 다(Lamarche, 2003).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은 의료기관 등록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문가 접촉 모형(Professional 

contact model)과 전문가 조정기능 모형(Professional   coordina-

tion model)으로 분류하 다. 

전문가 접촉 모형은 전통적으로 의사가 자신의 의원을 운 하는 방식

이며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보상을 받는다. Lamarche의 분류에서

는 우리나라가 이 모형에 속한다고 제시하 으나 엄 하게 일차의료기관

이 공식적으로 없고 일차의료의 속성도 지니지 못해 근본적으로 일차의

료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가 접촉 모형은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가 해당되는데, 최근 이들 국가는 주치의 제도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가 접촉모형에서 진일보하여 일

차의료의 조정기능 강화를 시도하여 전문가 조정기능 모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개혁하고 있다.

전문가 조정 모형은 일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환자들

에 대한 반응성이 좋으며, 전문 역으로부터 일차 단계로 서비스들을 이

전시킨다. 전문가 조정기능 모형에는 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속한다. 

지역사회 모형은 일정지역 거주 인구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인구집

단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의학, 보건학, 사회학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모형은 통합 모

형(Integrated community model)과 비통합 모형(Non-integrated 

community model)으로 분류된다. 이 두 모형은 보건의료체계의 다른 

부문들과의 통합 정도에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모형은 건강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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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모형(Professional models) 지역사회 모형(Community models)

비전

의료기관 등록대상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일정지역 거주 인구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
해 인구집단의 보건의료 need를 충족시키
고, 의학, 보건학,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적으로 필요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것

유형

전문가 접촉 
모형

Professional 
contact 

전문가 조정기능 
모형

Professional  
coordination 

지역사회 통합 
모형

Integrated 
community model

지역사회 비통합 
모형

Non-integrated 
community 

스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형이어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서비스 이용을 전문가 역으로부터 일차보건

의료 단계로 효과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어,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대한 

조절 능력에 있어서 최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모형은 지속성과 접근

의 형평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접근성과 환자에 대한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가 지역사회 

통합모형으로 일차의료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전술한 4가지 모형의 상대적 성과를 효과성, 생산성, 지속

성, 접근성, 접근의 형평성, 반응성, 그리고 서비스 질을 포함하는 7가지 

관점에서 고찰하 다. 전문가 모형은 접근성과 반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통합모형을 능가하 지만, 다른 기준들에서는 그 반대 다(이

재호, 2013). 

이상과 같이 Lamarche 등은 일차의료를 2개의 관점(전문가 vs. 지역

사회)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이 연구의 목표는 산업화된 28

개국 일차보건의료 구성을 분석하여 모형을 분류하고 캐나다 일차의료의 

해당 범주를 찾는 것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일차의료 정책 개발에도 

좋은 준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표 2-1〉 일차의료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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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모형(Professional models) 지역사회 모형(Community models)

model model model

특징 

가정의가 단독
으로 또는 소규
모 그룹으로 진
료. 다른 보건의
료 전문직과의 
관계는 제한적
임. 다른 보건의
료 서비스에 관
한 정보의 통합
과 공유는 제한
적임. 대체로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또는 혼합
형 지불제도. 서
비스 제공 팀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 등록환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
스가 이들에 의해 
추적되고 지속됨.
Coordination을 
위해 다른 서비스 
정보의 통합과 공
유가 이루어짐.

다학제 전문직들을 
포함하는 돌봄제공 
팀이 의료, 사회, 지
역사회 서비스를 제
공함. 전문직은 활동 
시간에 기초하여 보
상. 서비스 통합을 위
한 정보기술, 24시간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가용성과 포괄성 보장
을 위한 다른 보건의
료 제공자와의 협력

통합 모형과 동일
하지만 활용성, 
개별 환자들에 대
한 지속성, 그리
고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정보기술의 
이용이라는 측면
에서 더 제한적임.

국가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일본, 한국

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국 
primary care trusts, 
캐나다 퀘백지역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미국 및 캐나다의 
community 
health center. 

자료: Lamarche et al(2003), Taxonomy of primary care models

  나. 개념적, 법률적, 체계적, 조직구성 측면

프랑스에서는  9개국(독일, 호주, 캐나다, 스페인-카탈로니아, 핀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개념적, 법률적, 체계적, 

조직구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일차의료의 모형을 체계화된 규범중심 모형

(hierarchical normative model). 체계화된 전문가중심 모형

(hierarchical professional model),  체계화되지 않은 전문가중심 모

형(non-hierarchical professional model)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

다(Bourgueil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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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화된 규범중심 모형

체계화된 규범중심 모형(hierarchical normative model)은 일차의

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구성되며 국가가 규제하는 모형이다. 스

페인(카탈로니아), 핀란드, 스웨덴이 그 예이다. 일차의료 개념과 체계는 

법에 의한다. 법률은 구체적이어서 일차의료 서비스와 재원조달 수준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1985년 개혁 

법률안에는 지리적-인구학적 지역 경계를 정하는 건강구역과 일정한 인

구집단에 대해 책임을 맡는 다학제 일차 보건의료팀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건강구역 당 주민은 5,000-25,000명이며, 각 건강구역에 

Community health center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Community health center는 365일 24시간 운 된다. 핀란드는 

Primary Care Health Bill (1972)에서 일차의료의 요건과 표준을 정의

한 바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일차의료기관은 다학제팀과 더불어 보

건의료체계의 기본 요소가 되었다. 체계화된 규범중심 모형은 인구 규모

에 따라 일차의료 제공자의 비를 법률이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카탈

로니아에서 일차의료 의사 1인당 14세 이상 주민 1,750-2,500명, 소아

과 의사 1인당 14세 미만 주민 1,250-1,500명, 일차의료 의사 1인당 간

호사 1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일차의료 의사 등록이 요구되는 체계에서

는 등록 환자수를 정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의사 1인당 

1,500-2,000명이다. 분권화에 의해 지방정부가 서비스 제공, 관리, 재원

조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맡으며 중앙정부는 지역 간 재무 보정

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유지한다(이재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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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화된 전문가 중심 모형

체계화된 전문가 중심 모형(hierarchical professional model)은 일

차의료 의사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모형이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

드, 그리고 국의 일차의료가 그 예이다. 호주를 제외하면 전문의는 대

부분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다. 국가가 법률 등으로 일차의료의 업무와 역

할을 표준 규정으로 정하지 않으며, 전문가 학술 단체가 일차의료의 서비

스 제공 내용을 정한다. 

일차의료는 대체로 가정의학 의사 역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일차의료 프로젝트는 인구집단 접근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광범위하고 분명하다. 일차의료 의사가 문지기 역할을 담당

하며 대부분 그룹진료 의원에서 종사한다. 문지기 역할은 병원의 전문의 

진료에 대한 접근 규제가 목적이면서 일차의료 구성의 기초 요소들 중 하

나를 구성한다. 분권화된 일차의료 의사의 상위기구인 국의 Primary 

Care Trust, 뉴질랜드의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s과 같은 

조직이 자원관리를 맡는다. 네덜란드와 호주에서의 Divisions of 

General Practice는 진료업무 보완 활동(수련,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술

요법 교육, 정보체계)을 위한 자원의 공동소유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3) 체계화되지 않은 전문가중심 모형

체계화되지 않은 전문가중심 모형(non-hierarchical professional 

model)은 총괄적인 일차의료 계획이 없는 모형이다. 보건의료 전문가가 

일차의료를 주도하지만, 외래 진료의 구성이 주민과 지역의 필요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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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으며 일차의료의 특성을 반 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것이 아

닌 점이 특징이다. 독일,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전문화된 외래진료 체계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만 때때

로 벌금이 존재하고, 단독진료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하는 다수의 자 업 전문직과 소외된 주민 진료를 맡는 소수의 건강

센터 등 다양한 일차의료 구성 방식이 공존한다. 이 모형에서는 일차의료

가 가정의학과 외래와 각 전문과 외래 모두에서 제공되고, 일차의료를 조

직화하려는 노력이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며,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시

도에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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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일차의료 수준 평가 

  가.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정책 및 속성 반영도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OECD 분류체계에 의하면 환자의 주권

(consumer sovereignty)과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에 따라 국가보

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및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 모형으로 구분된다. 국가보건의료서비

스체계에 포함되는 국가는 국, 핀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스페

인 등이며, 사회보험체계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

에,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고 민간보험체계에는 미국이 속한다

(OECD, 1987).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일차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1998년 미국

의 일차의료 석학인 Starfield에 의해 개발되었다. Starfield는 국가별 보

건의료체계(Health system) 특성과 업무수행(Practice) 특성으로 구분

하여 각각 일차의료 관련 요인을 선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평

가하 다. 이 도구는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활용되면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평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체계 특성요인으로는 보건의료체계 유형

(Type of system), 재원(Financing), 일차의료인력 유형(Type of pri-

mary care practitioner), 활동 의사 중 전문의 비율(Percentage of 

선진국 일차의료 운영 현황
및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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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pecialists), 전문의 대비 일차의료의사의 보수(Salary of pri-

mary care physicians relative to specialists), 일차의료서비스의 비

용분담(Cost sharing for primary care services), 환자목록(Patient 

lists), 24시간 의료의 의무(Requirements for 24-hour coverage), 가

정의학의 학문적 강점(Strength of academic departments of family 

medicine)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 요인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일차의

료에 대한 국가정책 지원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예를 들면, 재원

이 세금인 국가는 높은 점수를 책정하고, 민간 재원인 경우 낮은 점

수를 책정하 다. 

업무특성 요인으로는 최초접촉(First contact), 지속성

(Longitudin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조정성

(Coordination), 가족 중심성(Family-centeredness), 지역사회 지향

성(Community Orientation) 등 일차의료 속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

다(Starfield, 1998). 

이들 일차의료의 질 평가 지표들을 일차의료 제공시스템이 있는 

OECD 13개 회원국에게 적용하여 일차의료 평가점수와 해당 국가별 건

강수준 지표, 보건의료비 지출 및 만족도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표 

3-1>과 같다. 일차의료 평가점수가 높은 국가는 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으로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국가의료서비스(NHS)의 국가들

이다. 이들  일차의료 수준이 높은 국가는 낮은 국가들(미국, 벨기에, 프

랑스, 독일 등)보다 의료비 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6; OECD, 2012). 

일차의료 제공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Starfield가 제시한 방

법론에 의해 평가한 연구결과,  일차의료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안상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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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일차의료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건의료체계 점수

와 업무특성 점수와는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일차의료 수준

이 낮은 국가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 

국가 일차의료수준 평가척도
(Starfield 1998)

국 명
일차의료 수준 

점수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2011) (%) 

<보건의료체계 요인 9가지>

①체계유형(합리적 규제정도)
②재원조달 방식
③일차의료 의사유형
④단과전문의 비율
⑤일차의료 의사의 소득수준
⑥일차의료 서비스 본인부담
⑦환자명부(주치의제도)
⑧24시간 서비스 보장 수준
⑨의대 가정의학교실의 위상

<일차의료 내용특성(속성) 6가지>

① 최초접촉      ② 포괄성 
③ 조정기능      ④ 관계의 지속성 
⑤ 가족중심성    ⑥ 지역사회지향성

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일본

1.9
1.7
1.5
1.5
1.4
1.2
1.1
0.9
0.8

9.4
10.9
9.0
11.9
9.3
11.2
8.9
9.5
9.6

미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0.4
0.4
0.4
0.3

17.7
11.3
10.5
11.6

한국 0.3 7.4

〈표 3-1〉 13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수준 점수 / 보건의료비 비교

   주: 각 평가척도별 0-2점을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제시하 음.
자료: 1) Starfield (1998). Primary Care: Balancing Health Needs, Services, and 

Tech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안상훈 (2001). 우리나라 일차의료 수준의 평가 및 선진국들과의 비교 분석. 가정의학회지, 

22,  pp.483-497.
         3)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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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선진 13개국과 한국의 일차의료수준 점수/보건의료비 비교

자료: 1) Starfield (1998). Primary Care: Balancing Health Needs, Services, and 
Tech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안상훈 (2001). 우리나라 일차의료 수준의 평가 및 선진국들과의 비교 분석. 가정
의학회지, 22, pp.483-497.

        3) OECD(2012). OECD health data 2012. 

또한 국가 일차의료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수

명년(PYLL)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건강수준이 높았으며(그림 

3-2)(Macinko, et al., 2003), 국가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다시 세워야 한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Schoe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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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차의료 수준과 조기사망 - OECD 18개국 비교

   주: 1) 일차의료수준이 높은 국가(H)는  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이태리,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이며, 낮은국가(L)는 일본,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
스,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임. 

        2) 손실수명은 국내총생산(GDP), 노인인구 비중, 인구대비 의사 수, 평균소득, 알코
올 섭취, 흡연을 보정하고, pooled cross-sectional time series design을 이용
하여 fixed effects로 추정한 손실수명년(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
예측치. 

자료: Mackinko et al,(2003)

〔그림 3-3〕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환자의 견해- OECD 8개국 

                                                         (단위: %)

자료: 2008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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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구 결과에서도 강력한 일차의료 기반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

가들보다 국민 건강수준이 더 높았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보다 형평적

이고, 건강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질의 일차의료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순응도를 높이고 만족도

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Sefran, 1998; Franks et al., 2005).

<표 3-1>에서 일차의료 평점이 가장 높은 국가인 국은 1948년부터 

주치의 제도의 오랜 전통을 지닌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체계를 유지

하는 국가이다. 반면, 최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사회보험 국가인 프랑

스, 제도도입 중인 독일,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보

건의료체계를 지닌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주치의 자격 규정이 느슨하고, 문지기 시스템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오랜 전통이 있고, 전

문의의 주도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설계 과정에서 전문의료 인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결과이다(이채은, 2009). 

  나. 일차의료로 예방 가능한 질환 입원율

    

�OECD(2011)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경우, 

일차의료 역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증상의 악화나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 다. 일차의료로 예방 가능한 질환의 입원율

이 높을 경우, 보건의료체계내 의료의 조정기능이나 지속성이 미흡한 것

으로 지적할 수 있어 이들 질환의 입원율은 �일차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대

리지표로 사용된다. 

OECD 회원국 중 Starfield의 평가에 따른  국가를 중심으로 이들 질

환의 입원율을 통해  일차의료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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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그림 3-6]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천

식 입원율은 성별·연령별 표준화 상태에서 인구 10만 명당 51.8명이었으

며, 슬로바키아, 미국, 한국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았다. <표 

3-1>에서 Starfield(1998)의 평가방식에 의해 일차의료 수준이 매우 낮

은 미국의 천식 입원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일차의료 

수준이 높은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입원율을 보인 

반면, 국과 핀란드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의 경우,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OECD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국과 덴마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5세 이상 인구

의 당뇨합병증에 의한 입원율은 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핀란

드와 덴마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각 �국가별 �진단과 분류가 상이하

여 �질병�발생률 및 분류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에는 �한계가 있음). 입원

율은 일차의료 의사인력 공급의 구조적인 제약을 나타내기도 한다

(OECD, 2011). 

〔그림 3-4〕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국가1)와 한국의 천식 입원율 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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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Starfield(1998)의 일차의료 평가기준 적용에 따라 일차의료점수가 낮은 국가 순으로 배열함.
        2) 입원율은 각국 15세 이상 인구대상으로 연령별 표준화하여 비교함
자료: OECD(2011),  Health Dat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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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국가1)와 한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율 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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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Starfield(1998)의 일차의료 평가기준 적용에 따라 일차의료점수가 낮은 국가 순으로 배열함
        2) 입원율은 각국 15세 이상 인구대상으로 연령별 인구표준화하여 비교함
자료: OECD(2011),  Health Data 2011.

 

〔그림 3-6〕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국가1)와 한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 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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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Starfield(1998)의 일차의료 평가기준 적용에 따라 일차의료점수가 낮은 국가 순으로 배열함.
        2) 입원율은 각국 15세 이상 인구대상으로 연령별 표준화하여 비교함
자료: OECD(2011).  Health Dat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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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일차의료 시스템 운영 현황 

  가. 영국

국의 일차의료는 대부분 주치의로 등록된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GP)에 의해 제공된다. 문지기 시스템은 비교적 엄격하여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 한, 첫 의료이용 접촉의 90%는 주치의인 

가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이채은, 2009). 

국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거주 지역 내 가정의들 가운데 주치의를 선

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원하는 주치의를 3명 정도 ‘일차의료 트러스트

(Primary Care Trust: PCT)’에 신청하면 ‘일차의료 트러스트( PCT)’에

서 그 중 한 명을 주치의로 지정해 준다. 이처럼 국민들은 주치의 선택 권

한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치의의 담당대상자수의 제한으로 선택이 자유

롭지 못할 수 있다.주치의의 변경 또한 자유로워 특별한 제한이나 사유가 

필요없이 ‘일차의료 트러스트(PCT)’에 방문하여 주치의 변경신청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면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주치의의 변경은 실제

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가 한 명의 주치의와 오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현진, 2007). 예외적으로 일

부 지역의 Walk-in Center에서는 주치의 등록 의무 없이 일차의료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Thomson et al., 2013). 

주치의 수는 2010년 현재 8,324명의 가정의가 존재하는데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은 전체 활동의사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

당 평균 6,61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0년 현재 일차의료 의사 

1인당 평균 담당자 수는 1,567명이다. 주치의는 등록된 환자명부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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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치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일

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데 연

간 평균 1만회 이상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서

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외 진료서비스는 지역단위로 설치된 NHS Direct

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제공서비스는 NHS가 급여하는 진료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여기에 포함된다. 단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인 병원에 의뢰한다. 

그 외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자궁검진, 어린이 건강감시, 출산 및 산모

검진, 피임서비스, 염색체검사 등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만우, 2009). 

일차의료 의사는 병원 전문의에 대한 문지기로서 기능을 하지만, 환자

들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위해 병원 외래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다. 정부는 최근 특정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 지만, 충

분히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최근 특정 질환에 대해 전문 수련

을 받은 일차의료 의사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Thomson et al., 2013).

일차의료의사 즉, 가정의는 독립적 자 업자로서 지역 ‘일차의료 트러

스트(PCT)’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의 진료

기관이 된다. ‘일차의료 트러스트(PCT)’는 NHS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총체적으로 기획ㆍ관리하고 이차의료를 병원으로

부터 구매하는 관리조직으로서 지역별로 약 15만~30만의 인구를 담당하

고 있다(이상이·정현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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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일차의료는 대부분 가정의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이다. 가

정의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여 일차의료의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과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원율은 약 6%로 낮아, 

대부분 가정의에 의해 치료됨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낮은 의약품 

처방률인데, 진료환자의 2/3정도만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가 많은 시간을 환자와 대화하면서 치료적 접근보다는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항생제의 선별적인 처방에 의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를 위하여 가정의 수련기간 동안 의사소통 기술 및 상담과 관련된 훈련을 

병행한다.

가정의는 일반적으로 전문화되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질환을 담당하

며, 만성질환의 환자를 치료하고 정신질환에 대해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 가정의(2004) 중 37%만이 단독진료 형태이며, 3인 이상 그

룹진료 가정의 비율은 약 32%로 10년 전(1994년 10.5%) 보다 약 3배 증

가하 다(Pooter, 2005). 가정의 1명 당 평균 환자수는 2,300여명이다. 

가정의는 병원사용권이 없으나 진단절차를 위하여 일부 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의 하나의 단점, 즉 외래환

자와 병원치료간의 공백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민혜 , 2009). 

  다. 캐나다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는 ‘Canada Health Act’의 규정대로 보편성

(university), 접근성(accessibi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이

동성(portability), 그리고 공공 행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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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지역화를 통해 합리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 다(민혜  외, 

2009). 이에 따라, 각 지역보건당국은 지역주민을 위한 헬스 서비스 계획

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캐나다는 일반의와 가정의가 일차 진료 및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보건

의료시스템 내에서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다. 2010년 현재, 가정의 수는 

전체 의사 중 약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HI, 2011). 환자

는 가정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건

강관리를 전제로 한다(민혜 , 2009). 

캐나다의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서비스는 Community Health 

Centre(CHC)에서 제공하며, 이는 보건의료시스템 내 법적 첫 접촉 지점

이라 할 수 있다. CHC는 공공재원(Medicare)으로 운 되는 비 리 조

직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향상을 주요목

표로 다양한 범위의 일차의료, 사회서비스, 재활 및 기타 비시설 서비스

(non-institutional services)를 제공한다(http://www.cachc.ca/). 

CHC는 포괄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자와 지역사회 중심

적이며, 다학제적,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 리적·자치적으로 운

된다. 또한 서비스 중재 범위에 사회적 건강 결정인자를 포괄한 지역사

회 발전을 지향하는 팀 기반의 전문적 서비스(team-based, inter-

professional care)를 제공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

력이 팀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정의를 비롯한 간호사, 양

사, 치위생사, 건강촉진자, 지역사회 보건 인력 및 건강프로그램 인력이 

한 팀으로서 구성됨으로써 적시에 포괄적인 케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http://www.cach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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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주

호주의 경우 Primary Health Car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PHCRIS)의 조사결과, 2010-2011년 기준 전체 일차진료 의사 

중 단독진료 의사가 35%로 5년 전에 비해 1%정도 증가하 다. 한편, 

2~5명의 그룹진료 의원에 종사하는 일차의료 의사는 44%, 6인 이상 그

룹진료 의원에 종사하는 일차의료 의사는 21%로 5년 전 대비 각각 5%씩 

증가하 다(http://www.phcris.org.au).

개인은 일차의료 의사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롭게 모든 일차

의료 의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들은 대체로 건강기록을 관리

해 주는 의원 한 곳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medical home의 성격을 갖는

다(Thomson et al., 2013).

Community health center에서 다학제 팀은 흔히 볼 수 있지만, 개

인 의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규모 의원은 의원 관리인을 고용하기도 한

다. 또한 임상간호사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2006년 현재 호주 의원들 중 

약 60%는 임상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임상간호사 업무의 

Medicare 해당 항목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정부는 의원성과

급제도(Practice Incentives Program, PIP)를 통하여 임상간호사 

(practice nurse) 고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Medicare는 일차

의료 의사의 감독 하에서 임상간호사가 위임받은 고유한 업무에 대해 일

차의료 의사가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의사 전체 진료

건수에서 임상간호사에 의한 건은 6.4%에 이른다(Britt et al. 2009).  

일과 외 시간의 진료는 매우 다양한데, 진료 제공시간은 의원 소유자와 

관리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호주 일차의료의사 학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가 정한 의원인증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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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원이 정규 일과 시간 외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운 방

안을  요청하고 있다. 일과 외 시간 진료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하여 비

응급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일차의료 의사들이 일과 외 시간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었다. 호주 일차의료 의사의 43%는 일과 외 

진료 서비스 제공 의원에 종사하며, 58%는 일과 외 진료를 위해 대진을 

이용하는 의원에서 종사한다(Britt, 2009) 일과 외 시간 진료는 종종 의

원과 협약을 통해 민간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의 외래진료시 Medicare는 환자의 전문의 선택권을 허용하나  전

문의들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 존재하며, 많은 이들은 이 두 부문 

모두에서 일을 한다. 민간부문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진료

실을 운 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 병원 방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외래

부서를 운 하고 입원환자를 치료한다. 특히 외과의는 민간병원뿐만 아

니라 공공병원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 환자 모두에 대해 수술을 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응급수술은 공공병원에서 제공되며, 선택적인 외과 시술

(elective surgery procedures)의 대부분은 민간 시설(병원 병동, 주간 

병원, 진료실)에서 제공된다. 전문의는 추적 진료를 위해서 일차의료 의

사에게 환자를 회송한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공공병원 진료는 모든 주민에게 무상

이지만, 사적인 의료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한다. Medicare는 의뢰에 의

한 경우 건강 서비스와 처방 약물에 대한 접근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제

공한다. 연방제도 하에서 8개의 주 및 준주 정부와 더불어, 호주 연방정부

는 인구건강, 정신건강, 제한된 치과 서비스, 취약시골 및 토착주민 건강 

프로그램, 전쟁 참여 퇴역군인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건강서비스에 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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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공공체계를 보완하며 민간병원 선택권, 병원 전문의 선택

권, 시술 시기 선택권을 제공한다. 주민은 보완적인 서비스들, 예를 들면, 

물리치료, 치과, 시력측정, 발 치료, 그리고 보완의학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의료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들

은 공공체계를 통해서는 쉽게 이용할 수 없거나 Medicare 급여로는 보

장되지 않는다. 예방접종과 암 선별검사(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는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된다(Thomson et al., 2013). 

  

  마. 프랑스

<표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차의료의 특성에 입각하여  일차의

료 수준을 평가한 Starfield (1998)의 평가방식에 의하면, 1998년 당시 

프랑스는 일차의료 수준이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이었다. 

보건부장관인 Philippe Douste-Blazy는 2004년 건강보험 개혁을 위

한 Douste-Blazy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연간 보건의료비지출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 다. 국가는 이 법안

을 통해 중복진료의 감소, 전자의무기록 개발, 16세 이상 환자에 대한 금

전적 인센티브 제공, 만성질환관리 의료팀 구성, 의료서비스 조정기능을 

목표로 ‘국가 주도형 관리의료’를 시도하고자 하 다. 이 과정에서 1998

년 도입되었던 주치의 개념을 구현하고자 '선호의사(preferred doctor 

scheme)'제도를 도입하 다. 이 제도에 의해 환자는 일차의료 의사

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지며, 일차의료는 전문의도 제공 가

능하도록 하 다.

이 제도의 도입까지 프랑스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6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국가건강보험기금과 정부 및 전문의 협회들은 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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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서로 팽팽한 입장 차이를 고수해 왔었고, 이는 결국 제도 도입의 실

패로 이어졌었다. 프랑스 의사협회(CSMF)는 1997년부터 제도에 반대하

며 국가와의 협정을 일절 거부하 고, 이에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며 체

계 관리에 나섰다. 결국 2002년 우파 중앙정부의 집권 후에야 협상에 진

전이 있었는데, 프랑스 의사협회 및 기타 두 협회는 2004년 설정된 주치

의(선호의사)제도 도입관련 협정에 2005년 서명하게 되었다(이재호, 

2007). 

선호의사제도(preferred doctor scheme)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환자와 선호의사 간의 계약의 경우, 16세 이상 환자는 일차의료의사

를 선택하여 계약하도록 권고한다. 단골의사(regular physician)는 일차

의료 제공 및 필요시 2차 서비스의 의뢰를 책임진다. 의뢰 시, 환자는 어

떠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전문의 선택권을 갖는다. 2007년부터 추적관리

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선호의사는 전자의무기록 유지의 책임을 갖게 

되었다. 1996년 도입에 실패했던 ‘의뢰의사(referring physician)’ 제도

와 달리, 선호의사는 추적관리 서비스 제공과 전문의 진료에 대한 필요성 

평가 업무 이외 부가적 업무에 대한 의무는 없다.

전형적으로 선호의사는 일반의지만, 전문의 선택권을 배제 받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환자가 건강보험기금에 간단히 보고하면 선호의사를 바

꿀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두 번째 특성은 환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이다. 선호의사제도

는 의무적 제도가 아니며, 의사보다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에게는 당뇨, 중증 고혈압, HIV 등 중증만성질환자의 추적관

리에 대해 별도 비용(1인당 매년 €40)을 지급하고, 중증 만성질환자

에게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환자가 선호의사 등록을 하

지 않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의에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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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거나 의뢰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기금의 보상률은 약 70%에서 60%로 감소된다(응급 시 예외). 

전문의 진료에는 몇몇 예외조항이 적용되는데, 부인과, 안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그리고 신경과 의사 진료는 의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접근

이 가능하다. 소아과 진료 또한 16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의료서비스 경로

의 조정기능이 불필요하므로 선호의사의 의뢰를 거치지 않는다. 환자의 

규정 이탈로 발생되는 벌금은 건강보험기금 및 의사에게 이득이 될 수 있

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세 번째 특성은 보완형 보험 관련 조항이다. 보완형 보험기금은 조정기

능 경로를 택하지 않은 환자의 추가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상쇄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포괄적인 보장을 한다. 이는 선호의사제도의 금전적 인센

티브의 작동 효과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환

자들이 조정기능 경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 비용을 보

완형 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도록 보완형 보험자들로 하여금 관련 계

약 조항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선호의사는 질병의 예방, 관리, 건강증진 등의 전반적인 환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환자진료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문지기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

한 경우 다른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며, 연계된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을 위해 환자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 필요시 진료를 안내한다. 예

방서비스 및 건강증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위탁의 등 다른 치료담당자

와의 협력 하에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치료기록을 작성한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위탁의인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

치의와 위탁의가 협의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외 위

탁의 등으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특정 환자에 대한 개인의료기

록부를 작성하고, 환자에게 주치의가 작성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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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필요한 정보의 연속성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만우, 

2009).

선호의사제도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며 환자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를 제공함으로써 선호의사 선택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국의 NHS와는 

그 방식이 다르다. 환자의 선호의사에 대한 자유 선택권은 프랑스 보건의

료개혁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선호의사제도의 엄격한 문지기로서의 역할

은 그 효과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선택권의 

자유를 누려온 환자와 보건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정부 당국 

간의 불가피한 타협점으로 보인다(이재호, 2007).

2005년 프랑스 보건의료개혁 1년차에 초기성과로 의료비 비용절감효

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GDP 대비 보건의료 비중은 10.1%로 다소 감소

하 으며, 건강보험 적자는 2003∼2004년 대비 약 20억 € 감소했고, 

외래진료비의 증가 추세는 급격히 완화되었다(Paris V., 2006 재인용: 

이재호, 2007). 이로써 개혁 이후 프랑스의 일차의료 수준이 상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재호, 2007).

  바. 미국

미국에서 저소득 계층, 무보험자, 불법 체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

을 최초로 접촉하여 돌보는 의사는 주로 일차의료 의사다. 대부분의 선진

국에서 일차의료는 가정의 또는 General Practitioner로 호칭되는 일차

의료 전문의들이 담당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의사들이 일차의료 의사로 분류된다. 주치의들은 전통적으로 입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가정방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Bindman, 2003). 대부분의 

외래진료 의사가 민간 의원에서 종사하는데, 대다수는 스스로 의원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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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거나 공동개원의 형태이다. 1인 또는 2인의 의사가 근무하는 의

원의 비중은 2000년 중반 32.5%로 약 10년 전(40.7%)에 비해 약 8% 감

소하 다(이재호 외, 2013). 

전 세계적으로 보다 비용절감의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급격히 증가하는 의

료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1990년대 관리의료(Managed Care)를 도입

하 다. 그러나 관리의료 간 경쟁체제로의 개혁은 일차의료가 지향하는 

포괄성과 접근성 보장에 실패하 다(민혜 , 2009). 

최근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HMS(Population Health Management 

System)를 통한 혁신모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PCMH 모형의 4대 요소는 ‘일차의료’, ‘환자중심 진료’, ‘새로운 모형의 

의료기관’,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일차의료’는 

포괄성, 최초 접촉, 생애에 걸친 급․만성 진료, 그리고 예방서비스를 환자

의 주치의가 이끄는 ‘팀’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PCMH 시

스템은 일차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초점이다.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보호자)이 중요하며 병원에서는 

당뇨, 천식, 심부전 환자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 개념을 포함한 케어 

코디네이터가 중요하다.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료의 질

은 높아지는 반면, 응급실 내원이나 입원율은 낮아진다. 더불어 의사-간

호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진료비용은 같거나 감소한다는 연구결

과가 발표된 바 있다. 

둘째, 환자중심 통합의료를 위한 Medical Home Model은 지속적

이고 포괄적인 진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주치의, 

제공되는 의료의 유기적 통합과 조정, 환자의 안전과 질 확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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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의 장벽 해소 등을 통해 환자 중심 진료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지불제도와 네트워킹 및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적 의

료제공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모형의 의료기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의료보험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넷째,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다. 행위별 수가제, 수행 성과급제(pay 

for performance, P4P), 그리고 조정 기능과 통합에 대한 별도의 지불

체계를 이용한다. PCMH에서 합병증을 동반한 만성질환이나 여러 질환

을 가진 환자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PCMH와 같은 의료 기관의 

기능은 합병증을 동반한 만성 질환이나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주 대

상이다.

미국 ‘보건의료연구원(AHRQ)’에서는 PCMH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장소로서가 아니라 일차보

건의료 핵심기능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조직의 모형으로 정의하면서, 포

괄성, 환자 중심성, 조정기능, 접근성, 질과 안전이라는 5개 역을 포괄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3). 2004년 미국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미국인은 ‘personal medical home’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2006년 미국내과의사협회도 ‘advanced medical home’의 개념을 도

입하 다. 미국의 가정의학회, 소아과학회, 내과학회, 정골의학회는 

PCMH 합의문(Joint Principles)을 발표(2007년)하 는데, 주치의, 주

치의 의원, 전인적 돌봄, 서비스 조정기능과 통합, 질과 안전, 접근성, 지

불제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2011).

PCMH 모델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PCMH Practice를 통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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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PCMH Practice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단위로

서 PCMH 프로그램으로 묶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의료제공자는 

보험자와의 계약을 통해 PCMH Practice에 참여하게 된다. 각 PCMH 

프로그램은 보험자와의 계약을 통해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을 결정하며 

PCMH Practice를 위해 임상인력을 비롯해 의료와 연계된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구성한다. PCMH Practice에 참여하는 의료제

공자는 사전에 의료제공에 따른 보상방식과 집중되는 서비스 제공 역을 

확인하게 된다. 보험자와 계약한 PCMH Practice는 인증기준에 부합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급을 인정받는다(노현승, 

2013). 

미국 워싱톤주 시애틀의 PCMH는 Swedish Community Health 

Medical Home과 함께 환자의 첫 의료 접촉창구로서 병원 내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 크리닉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당일 예약

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진을 종합병원에서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을 높 다. 환자에게 포괄적 서비스 제공, 2차 의료와의 접근성과 

one-stop service 제공을 위해 병원내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팀 접근 

체제로 의사팀의 경우,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 전공의(레지

던트)가 주치의가 되어 환자입장에서는 저렴한 진료가 가능하고, 의사입

장에서는 다양한 일차의료 수련 경험 축적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또

한 포괄적인 접근과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진료를 수립하며, 당일 예약이 

가능하고, 이메일,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환자 건강기록이 안전하게 유

지되고, 의료의 접근성이 높다(Rittenhouse et al., 2009).   

최근 미국의 주치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PCMH의 시범사업에 대해 학

자들의 평가는 상반되고 있다. Starfield는 일차의료의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 다(Starfield B. 2009). 건강 정책과 사회 정책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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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형에 포함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미국 의료체계의 바탕에 시장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의료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줄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 다(이재호 외, 2009).

3. 재원조달 및 진료비 지불제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정책 목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구

성, 그리고 한정된 자원 및 재원을 고려하여 자국 여건에 적절한 지불보

상제도로 변모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일차의료 부문에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해 왔던 프랑스와 독일도 최근 의료개혁을 통해서 인두제와 성과급

제를 일부 도입하여 진료비 지불제도를 혼합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

리나라와 같이 행위별수가제만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국가는 드물다. 

일차의료 역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인두제, 행

위별수가제, 봉급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인두제는 개별 환자에 대해서 진

료비 지불이 이루어진다. 제공자는 일정기간 동안 개별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진료총액을 받는다. 대체로 환자는 개별 의사 또는 

의사 그룹에 등록해야 한다. 진료비는 개별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양과는 무관하다. 일차의료 의사의 위험도 선택(risk selection) 동기를 

줄이기 위해서 질병 중증도에 따라 위험도 보정을 거쳐서 인두액이 설정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사실상 진료비 지불은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지

만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반 할 만큼 섬세한 것은 아니다. 의사의 수입

은 위험도가 보정된 인두제 수가에 등록 환자 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의

사 1인에게 등록환자 상한선을 두거나 상한선 초과 시 인두제 수가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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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는 방식(degressive capitation payments)도 가능하다. 인두제의 

의도는 모든 등록 환자에게 일차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공급자 유인수요 동기가 줄고 서비스 지속성 동기가 증가

한다. 일차의료에서 인두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부분 행위별수가제

와 혼합되어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의 필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허용하

고 의사에게는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정부나 보

험자는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자 임상적인 의사결

정에 직접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전적 보상은 의사가 수행하는 

일의 양과 직접 연관이 있다. 전적으로 행위별수가제에만 의존하는 국가

는 벨기에 등 일부에 불과하며, 행위별수가제 국가 던 프랑스는 최근 의

료개혁에서 인두제적 요소와 성과연동 지불제를 혼합하고 있다. 

봉급제는 시간 단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지불금은 서비스 

양과 환자 수에 무관하다. 제공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봉급제 의사가 일과 후 시간에 사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 허용된다. 의사의 수입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봉급은 

대부분 의사의 자격과 업무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

의 소득 안전성을 제공한다. 봉급제는 의사에게는 소득의 기본적 안전성

과 환자에게는 높은 접근성을 함께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 동유럽의 봉

급제는 인두제와 행위별수가제로 대체되고 있지만 포르투갈, 스칸디나비

아, 그리고 스페인은 여전히 봉급제를 운용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차의료의 속성을 

구현하는데 유리한 방식이  ‘문지기 시스템’과 등록환자에 기반 한 인두

제적 지불보상방식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인두제란 엄격한 문

지기 시스템 적용과 일정 규모의 고정된 등록환자 확보를 통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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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에는 일차의료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인구 고령화와 질병양

상의 변화라는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수당에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지불보상방식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따른 성과급 부여를 

보충하는 것이 현실적 추세다. 

통합 인두제는 다른 제공자 또는 다른 단계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두

제 지불을 결합한 방식이다. 처방 약, 전문의 서비스 또는 심지어 병원 서

비스 비용이 통합 인두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인두제와 다르

다. 더 나아가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를 위해 병원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

금보유자(fundholder)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의 수입은 등록

환자 수에 통합 인두제 수가를 곱한 금액에서 다른 제공자 또는 다른 단

계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통합 인두제는 서비스의 지

속성과 포괄성에 대한 더욱 확실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통합 인두

제 운용을 위해서는 인두제 지불금의 할당과 모니터링의 메커니즘을 정

립을 필요로 한다. 통합 인두제는 일차의료의 체계적 요인과 핵심 속성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통합 인두제 국가인 국의 경우, 

국민 1인당 GDP 대비 일차의료 의사의 소득 수준이 비교 대상 선진 19

개국 중 최고인 사실(OECD Health Data, 2009)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 여건에 맞게 혼합형 지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표 3-2). 혼합형 지불제도에는 세 가지 변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혼합된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대

체로 기본 지불방식(봉급제 또는 인두제)과 부가 지불방식으로 구성된다. 

성과급여는 미리 결정한 서비스 목표(예,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

구집단 비율)에 도달을 위한 유인으로 이용된다. 직무급여는 기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 서비스(예, 일과 외 시간 응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이용된다. 환자 수준에서 혼합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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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불제도 설명

영국
혼합형

(환자 수준)
인두제(수입의 50%), 수당, 행위별수가제, 성과급제

덴마크
혼합형

(환자 수준)
인두제(수입의 1/3)와 부가적인 행위별수가제

핀란드
혼합형

(의료체계 수준)

'Regular' health center(구제도): 봉급제, 때때로 보
너스와 함께, 자격증에 대한 추가급여.
'Personal doctor" center(55% 인구 담당): 봉급제
(60%), 인두제(20%), 행위별수가제(15%), 지역수당(5%)

네덜란드 혼합형(GP 수준)
공보험 환자(61%) 인두제, 사보험 환자(39%) 행위별수
가제

스페인
혼합형

(의료체계 수준)
‘전통적’ 방식(독립적인, 단독진료 GP): 인두제.
‘일차의료 팀’(주도적 방식: 보건소): 봉급제 

국의 일차의료 진료비 지불제도는 1948년 이전부터 인두제 원칙을 유

지하지만, 수당, 성과급제,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방식이다. 이태리 일차의

료 의사는 자 업자로서 고정부분(70%)과 유동부분(30%)으로 구성된 인

두제로 보상을 받는데 1인당 최대 1,500명의 환자를 등록받는다. 

두 번째는 환자 보험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일차의료 의사 단계에서 혼합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독일 

일차의료에서 지불제도는 환자 보험지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차의료 

의사는 행위별수가제로 진료비를 받지만, 민간보험 환자에게는 더 높은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민간보험 환자를 우대하거나 민간보험 

외래 진료비 비용의 증가 경향이 있다. 

세 번째 혼합방식은, 일차의료 의사의 일부는 봉급제로 다른 일부는 행

위별수가제 또는 인두제인 경우이다. 보건의료체계 단계에서 혼합이 이

루어진다(Stefan et al., 2006).

〈표 3-2〉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차의료 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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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불제도 설명

스웨덴
혼합형

(의료체계 수준)

보건소(GP의 86%): 봉급제+환자 당 수가(fee per 
patient)
개인 계약자 GP(세금을 통해 받기도 함)는 인두제(수입
의 40-70%)와 소정의 진료 건당 수가

독일
행위별수가제 

(혼합)

Uniform Value Scale 점수로 보상(행위별수가제). 이 
점수는 총액예산에 연결됨. 2004년부터 주치의제도 시
범사업 중

프랑스
행위별수가제 

(혼합)
선호의사제도(2006), 만성질환자 인두제와 성과급제 
혼합.

자료: Stefan G, et al.(2006). Managing Primary Care Behaviour through Payment 
Systems and Financial Incentives.In: Saltman RB, Rico A, Boerma WG, editors. 
Primary Care In the Driver's Seat? Organizational Reform in European Primary 
Care.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주요 국가에서의 재원조달과 진료비 지불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은 

보건의료지출 비용의 약 83%를 NHS에서 부담하고 있다. NHS기금의 약 

76%는 조세에 의해 조달되며, 18%는 건강보험에 의해 조달된다

(Thomson et al., 2013). 

병원은 보건부 산하 NHS 트러스트로 구성되거나 NHS 트러스트보다

는 중앙통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Foundation 트러스트로 구성되는데, 

특히 Foundation 트러스트는 자본조달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여 잉여분

을 축적시키거나 임시적으로 부족분을 감당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NHS 트러스트의 대부분은 Foundation 트러스트가 되었다. 병원은 지

역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 트러스트와 계약을 체결

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격으로 지

불보상을 받는다. 민간부문 진료를 위해 공공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최

근 수년간 증가하 다. 2003년부터 NHS는 민간부문 치료센터에서의 선

택적 수술과 진단 서비스에 대해 일부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

간부문 기여는 낮은 상태에 머물러 전체 선택적 수술의 2%에 불과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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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전문의들은 NHS 병원에 봉급제로 고용되어 있지만, 민간부문 환

자들을 치료함으로써 그들의 봉급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Thomson et 

al., 2011).

국의 지불보상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차의료 의사는 자 업자

로서 민간 계약자 신분이며, NHS와 계약 할 권리가 있으며, 자산보유 및 

인력고용에 있어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업자이다. 이들은 주로 봉급

제, 인두제, 그리고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방식을 통해서 일차의료 트러스

트에 의해 지불보상을 받는다. 표준적인 계약 하에서 국 일반의에 대한 

지불액은 등록환자수와 특정 서비스 제공여부에 따라 달라진다(Weller 

등, 2004).

국 일차의사에 대한 지불방식은 2004년 ‘새로운 일반의 계약’에 의

해 부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 다(BMA, 2006). 2004년의 ‘새로운 일반

의 계약’은 지역에서의 일련의 다양한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QOF) 하에서 임상적 목표와 다

른 성과 목표들의 달성 정도와 연계된 상당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하 다. 2004년 이전에는 일반의에 대한 지불보상이 인구학적 모형을 이

용한 인두제 방식, 기본진료수당, 건강증진료, 특정서비스에 대한 추가적

인 보수(item of service payment)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새로운 계약 하에서는 global sum(GS), minimum practice in-

come guarantee(MPIG), locally enhanced services(LES), quality 

and outcome framework(QOF)으로 구성요소가 바뀌었다. 이 중, 

global sum은 이전의 인두액과 유사한 것으로 다양한 수가와 수당을 

Carr-Hill Formula라는 할당공식에 따라 등록환자수를 기준으로 지불

하는 것인데, Carr-Hill Formula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등록환자의 연령

/성별 구성, nursing/residential homes, list turn over, 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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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사항, 인건비 등 시장요소와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다. MPIG는 

새로운 방식의 GS가 도입되면서 이전에 비한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액수

이며, 일종의 성과급인 QOF는 주로 만성질환자 진료에 투입한 노력과 

결과, 유아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검사 등 성과에 근거하여 지불한다. 

마지막으로 LES는 지역사회 특수성에 맞게 개발된 예방, 증진 활동에 대

한 보상으로 약물중독, 예방접종, 금연 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

그램 실시에 따른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선임의사로서의 지도와 

감독,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비용이 지불된다.

2004년 계약이 도입되면서 환자는 개별 주치의보다 1차 진료소에 등

록한다. 진료소당 평균 등록 환자수는 잉글랜드에서는 5,891명, 웨일즈

에서는 5,885명, 스코틀랜드에서는 5,095명이었다. 진료소는 등록환자

수에 기반하여 위에 설명한 방식으로 지불을 받게 된다. 새로운 방식의 

특성은 지불액 수준을 이전보다 더욱더 질적 수준(여기에는 임상 목표는 

물론 조직목표까지 포함)과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더 많은 재정지원

과 구조적 변화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의가 더 이상 시간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지 않으며 계약을 개별 주치의 계약

이 아닌 전체 일반의 계약으로 전환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계약에

서 설정하고 있는 많은 질적 목표(진단 유인, 검사와 고혈압관리 등)가 적

절하게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지불방식은 일종의 목표지불방식(Target Payment)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기본 지불액에 바람직한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것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

해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혼합지불방식은 제공된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과에 따른 평가를 강조하는 조류와 연관되어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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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10년 미국 국민의 약 56%(51%는 고용주를 통해서, 

5%는 직접 가입)는 민간보험에 의해 보장했다. 미국 국민의 27%(15%는 

medicare, 12%는 medicaid, 그리고 1%는 군 보건의료 프로그램)는 공

공프로그램이 보장했으며, 총 인구의 16%는 무보험 상태 다 

(Thomson et al., 2011).

미국의 일차의료 의사들에 대한 진료비 보상 방식은 민간보험에 의해

서 지불되는 행위별수가 보상, 일부 민간보험 계약에 따르는 인두제 수

가, 그리고 건강보험에 의해서 지불되는 수가 등 다양하나, 대다수는 행

위별수가제로 보상을 받는다(Thomson et al., 2013).

호주는 보건의료 정책입안에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며, 서비스 제공

보다는 주로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호주 정부는 보험제도와 의약품 혜택 

및 공공병원과 주민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을 조달하며, 민간건강보

험과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규제한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

을 지급하는 거주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재원조달 및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8개의 주와 준주는 건강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자율적이다. 주들은 공

공병원 관리 의무가 있으며, 모든 병원들과 지역사회 기반 건강 서비스에 

대한 통제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는 환경보건과 일부 공중보건 프로그램

에 개입한다. 민간부문은 의사, 민간병원, 대규모 진단서비스 산업, 그리

고 몇몇 민간건강보험 기금들을 포함한다.

호주의 병원부문은 공공(주/준주 정부가 운 )과 민간의 혼합으로 구

성된다. 공공병원은 호주정부와 주/준주 정부들로부터 5개년 계약을 통

해서 재원조달을 받는데, 일부수입은 민간부문 환자 치료에서 조달된다. 

공공병원 전문의들은 일부 민간부문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한다. 민간 병

원은 리 또는 비 리일 수 있으며, 그 수입은 주로 민간보험 보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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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유래한다. 

대부분의 임상 의사와 관련 보건의료인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며 행위별 

수가를 부과한다. 많은 민간부문 전문의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에서 일을 한다. 공공병원 의사는 봉급을 받거나(그러나 개인 의원을 가

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추가로 행위별수가 수입이 있음) 공공 환자 치료

에 대해서 세션 당 지불을 받는다. 

일차의료 의사는 환자에게 행위별 수가를 부과하며 대다수는 

Medicare에 bulk bill을 청구한다. 일차의료 의사는 공중보건 서비스 제

공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 Medicare는 일차의료 의사에 의해 

의뢰되는 진료에 대해서만 전문의에게 수가를 지불한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일차의료 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 종사하며, 행

위별수가제에 기반하여 보상을 받는다. 2010-2011년 기준, 온타리오 주

의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보상받는 가정의의 비율은 전체의 50%이며, 퀘

백주는 86%,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 공공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주로 봉급제에 의

해 보상받으며, sessional fees나 인두제에 의해 보상 받기도 한다. 최근 

인두제와 봉급제 및 혼합된 형태의 공적 보상을 받는 가정의들이 점점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Thomson et al., 2013). 

4. 일차의료 인증제도와 질 평가체계

질 높은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질 평

가와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의료의 질은 사

회적 정의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각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문화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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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단순한 지표는 없다. 현재까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차

의료 질 평가방식으로는 수년간의 연구를 거친 일차의료의 개념을 바탕

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의 정책강도와 일차의료의 속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평점화 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OECD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검토하면서 일차의료를 통해 피

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입원율을 일차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평가방식은 일차의료가 국가 제도권 내에 구축되었

는가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보건의료 자원, 조직, 서비스전달체계, 재원

조달, 보수지불체계 및 관리 등의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성요소들에서 

일차의료의 속성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하 다는 특징

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과지불보상방식에서 포

함하는 지표와 일차의료기관의 속성 중의 하나인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

는 대표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과지불보상 방식

성과지불보상방식(Pay for Performance, P4P)은 보조적 지불방식으

로 다양한 지불방식과 결합하여 병원서비스와 의원서비스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병원진료에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 임상질지표를 선정하여 지표

의 달성수준이나 향상수준에 따라 보상한다. 의원진료에 적용할 경우에

는 당뇨, 고혈압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수행여부나 성과달성 정도에 대해 보상한다. 또는 의원서비

스 전체를 일정 역별로(임상적 질, 기관별 구조지표, 환자 만족도, 효율 

등)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종합한 후 추가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병원서비스에 대한 임상질지표 위주의 보상방식은 그 효과성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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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 근거가 보고되고 있으나, 의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질병중심/기관

단위 성과지불보상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국

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2013). 

성과보상제는 OECD 19개 국가들에서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일차진료의사, 전문의, 병원 등 평가 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일차

진료부분에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국이 15%로 높고, 벨기에 2%,  폴

란드 5% 수준이다. 병원 부문에서는 벨기에 0.5%,  룩셈부르크 1.4%이

다(신 석 외, 2012). 

국의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호주의 Practice 

Incentives Program, 프랑스의 Contracts for Improved Individual 

Practice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1) 영국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NHS 산하에 독립성을 부여받은 조직으로는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CHI(The 

Commission for Health Improvement), CHAI(Commission for 

Healthcare Audit and Inspection) 등이 있다.

NICE는 1999년에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필요한 전국적인 진료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NICE에는 공공보건(Center for Public 

Health Excellence), 보건기술평가(Center for Health Technology 

Evaluation), 임상진료지침(Center for Clinical Guidelines)을 전담하

는 3개의 센터를 두고 있는데 Center for Clinical Guidelines에서는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Center for Health Technology Evaluation

에서는 의료기술평가와 각종 진료 및 시술절차의 비용-효과성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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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enter for Public Health Excellence에서는 건강검진 및 보건예

방 프로그램 개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  및 지원을 담당한다.

NICE에서 개발된 질병진료에 대해 각계 의료전문가와 이해당사자 

6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생산하고, 이 가이드라

인은 증거성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거친 뒤 모든 의료인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만약 의사가 일선에서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NICE 임상지침

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식서류로 그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CHI는 일차의료기관, 병원급, 정신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의 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002년에 급성기 상병 의료기

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확정되었고 2003년에 일차의료기관 및 정신병원

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정되었다. 의료기관 평가의 주요 측정지표는 위험

관리, 임상감사, 연구 및 교육, 환자 참여, 정보관리, 의료기관 직원참여, 

교육훈련 등이다.

2000년 CHI가 이러한 평가를 시작하 고, 매번 평가 후 각 의료기관

으로 하여금 CHI의 평가보고서에 의해 발견된 개선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HAI는 2004년에 조직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질을 사후적으로 

감시하며, 의료제공에서의 질이 문제가 될 경우, 사후적으로 감사하여 보

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각 지역 전문의가 좋은 

진료라고 승인한 세부적인 진료표준과 NHS 산하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의료기관의 질을 감사한다. CHAI는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 내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권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독

립 기관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가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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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여, 세금 납부자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이 부담한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 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의 질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있는데,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공공서

비스인 의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질 평가는 가입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

다. 공급자에게도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구매자인 ‘보건부’에서는 의

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수가협상 시 

가격과 의료의 질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치의가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질관리는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의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는 의료의 질에 따라 일반의에게 보상하는 제도

로서,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할 때 까지 일

차의료 중심적인 국의 보건의료제공체계는 그 비용억제 노력이 성공적

인 것으로 보 지만, 이로 인해 국 보건의료 기반구조는 시대에 뒤쳐져 

있었고, 보건의료 인력부족과 긴 진료대기시간은 불만의 주요 요인이었

다. 특히 일차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자원이 부족했다. 일차의료의사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책임을 져야 했기에 업무에 부담

을 느꼈고, 낮은 지위와 수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 다. 국정부는 

2000년 NHS 개혁안 속에서 NHS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공약하 고, 질

에 기반을 둔 계약 확대를 일차의료 의사들에게 요청하 다(Cashin et 

al., 2011).

국정부는 2004년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일차의료 트러스트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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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료기관과의 General Medical Services(GMS) 계약이 이루어지도

록 하 다. 그 내용에 QOF에 기초한 자발적인 성과연동지불제(P4P)가 

포함되었다. QOF의 전반적 목표는 생산성 향상, 환자 중심적 서비스 구

성, 일차의료기술 향상,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거버넌스 구조 만들기, 이

용 가능 서비스 범위 확장,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사기진작 등이었다. 

QOF 제도에 대한 일반의의 참여는 자율적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데,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QOF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임상, 구조, 환자경험, 부가서비스의 4개 

역에 걸쳐 146개 목표항목이 포함되었다.

① 임상적 역(clinical domain): 만성질환자 관리와 관련된 역. 

즉,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

환, 간질, 갑상선기능저하증, 암, 완화여법, 정신질환, 천식, 치매, 

우울, 만성신부전, 심방세동, 비만, 학습장애, 흡연 등 관리에 관련

된 역

② 조직관리적 역(organisational domain): 기록 및 정보, 의사소

통, 교육 및 훈련, 의약품관리와 업무 관리에 관련된 역

③ 환자 경험 역(patient experience domain): 환자 조사와 진료 

시간 등의 역

④ 부가서비스 역(additional services domain): 자궁암검진, 소아

건강 추적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및 피임 역

또한 국의 QOF는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각 질환에 해당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를 모두 포함하며, 흡연, 비만, 치매 등 20

개 질환을 포함하고 있다. 각 질환별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 지표에 따라

서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여된다(박춘선 등, 2013)(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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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지표

(총 121개)
점수

(총 900점)

임상적

AF, Coronary heart disease, Heart failure, 
HBP, PAD, Stroke and TIA, DM, 
Hypothyroidism, Asthma, COPD, Dementia, 
Depression, Mental health, Cancer, CKD, 
Epilepsy, Learning disabilities, 
Osteoporosis: secondary prevention of 
fragility fracture, Rheumatoid arthritis 

93 610

공중보건

Cardiovascular disease – primary 
prevention, Blood pressure, Obesity, 
Smoking, Additional services (Cervical 
screening, Child health surveillance, 
Maternity, Sexual health)

18 157

질과 
생산성

Review of data, participation in an 
external peer review, and engagement with 
the development of care pathway on 3 
items (secondary care outpatient referrals, 

9 100

구분 지표

기록 BP1. 의사는 만성 고혈압 환자의 등록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속적 관리

BP4. 최근 9개월 동안 혈압 기록이 있는 사람 중 고혈압 환자의 비율

BP5. 최근 혈압(지난 9개월간 측정한)이 150/90 이하인 사람 중 고혈압 
환자의 비율

〈표 3-3〉 영국 QOF 고혈압 지표

자료: http://www.eguidelines.co.uk/eguidelinesmain/external_guidelines/qof.php

QOF 프로그램은 2013·2014년 GMS 계약에 의해 개편되었다. 개편

된 평가 역에는 임상(지표 93개, 총 610점), 공중보건(지표 18개, 총 

157점), 질과 생산성(지표 9개, 총 100점), 환자경험(지표 1개, 총 33점)

의 4개 역이 포함되며, 총 900점으로 구성된다(National Health 

Service Employers, 2013)(표 3-4).

〈표 3-4〉 영국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의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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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지표

(총 121개)
점수

(총 900점)

emergency admissions, and accident and 
emergency attendances)

환자경험 Length of consultations 1 33

자료: GMS, General Medical Service; AF, atrial fibrillation; HBP, hypertension; PAD, 
peripheral arterial disease; COPD, chronic obstruactive pulmonary disease;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DM, diabetes mellitus; CKD, chronic kidney disease.

2) 호주

호주 보건의료체계는 전반적 성과가 우수하고, 비용조절에 성공하면서

도 높은 수준의 건강결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의료의 질과 조

정기능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 아울러 만성질환이 늘

면서 서비스 질과 안전에 관한 사건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서비스 질이나 

예방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미했으며, 시골지역 일차의료 의사 수

는 감소하 다. 

이 같은 현상은 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이며 주치의제도 부재라는 일

차의료 체계적 요소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호주정부는 1990년대에 2개의 대규모 성과연동지불제(P4P)를 시작하

는데, 하나는 소아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방안

(Immunization Incentive Scheme)이고, 다른 하나는 일차의료 역

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의원성과급제도(Practice Incentive Program, 

PIP)(1998) 다. 이 같은 정책은 일차의료 분절화, 예방서비스 소홀, 그

리고 만성질환 관리의 저조한 성과에 직면하여, 호주 정부가 시도한 일차

의료 개혁전략의 일환이었다. 

의원성과급제도(PIP)에서는 포괄적 일과 외 시간 진료, 시골 의원, 의

대생 교육, 전자 건강기록 이용 등 많은 일차의료 역들에 대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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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호주 일차의료 의사학회(RACGP) 일차의료기관 표준안

(Standards for general practice) 인증을 받은 일차의료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제도는 호주 정부와 전문가 단체들이 1990년대 초반에 

일차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의원 인증체계를 

제안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 인증 평가에는 2010년에 발표된 4차 개정

안이 사용되고 있다(Cashin & Chi, 2011).

PIP(Practice Incentives Program)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량

을 강화하며, 접근성과 환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의 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PIP

에서 지원한다.

- 전자건강시스템 사용 

- 진료시간외 환자의 의료접근성 보장

- 시골지역 진료 지원

- 체계적 의료(procedural services)를 제공하도록 시골 지역 GP 지원

- 실무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지원

- 의예과 학생을 교육하도록 지원

- 처방행태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에 참여

- 자궁검진 지원

- 천식, 당뇨 환자 관리

- Commonwealth-funded Residential Aged care Facilities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GP 지원

- 토착민과 섬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인증 받은 일차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역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데, PIP의 11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1) 처방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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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Prescribing Incentive, QPI)는 진료에서 의약품 사용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National 

Prescribing Service(NPS)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당뇨인센티브는 

GP가 당뇨를 조기 진단하고, 진단받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

는 것이며, 3) 자궁검진인센티브는 GP가 검진 대상 여성을 검진하는데 

대한 인센티브이다. 지난 4년간 자궁경부암 도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

던 20~6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4) 천식인센티브는 중증도 기준에 따

라 보통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질 높은 임

상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5) 토착민의 건강관리 인센티브는 호주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 질환 관리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

원하기 위한 인센티브이다. 그 밖에도 6) eHealth 인센티브, 7) 진료 시

간 외 인센티브, 8) 교육 인센티브, 9) 시골지역 진료 인센티브, 10) 절차

에 따른 의료에 대한 GP 수당, 11) GP 노인 의료 인센티브가 있다.

11개 인센티브에 고혈압은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당뇨(Diabetes 

Incentive)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GP가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만성질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당뇨 인센티브는 GP가 한 명의 만성 당뇨 환자에게 연간 진료 사이클

을 수행했을 때 분기별로 40달러씩 지원된다. <표 3-5>에 나타나 있는 

당뇨 진료 사이클이 적어도 11개월에서 최대 13개월 사이에 시행되어야 

한다. 인슐린 의존 환자, 특이 사항이 있는 환자,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2). 

환자본인부담의 경우 Medicare는 대체로 외래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

가의 85-100%를 지불하고 입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가의 75%를 지불

한다. 의사들은 수가 이상으로 자유롭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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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연방정부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bulk billing)할 

수 있다(Thomson et al., 2011).

〈표 3-5〉 호주 PIP의 연간 당뇨 진료 사이클의 최소요건

활동 빈도 및 설명

HbA1c 측정 최소 1회

포괄적인 눈 검진
최소 2년에 1회, 시각 장애인 이거나 두 눈이 없을 
경우 필요하지 않음.

몸무게, 키 측정, BMI 계산
첫 방문시 키, 몸무게 측성 및 BMI 계산, 최소 2회 
이상 더 측정

혈압 측정 최소 2회

발 검사 최소 2회, 양발이 없을 경우 필요하지 않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측정

최소 1회

미세단백뇨 테스트 최소 1회

자가 치료 교육 당뇨관리에 대한 환자 교육

식단 검사 환자 식단 검사, 적절한 식이 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체 활동 수준 검토
환자의 신체활동 검사, 적절한 수준의 신체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흡연 상태 체크 금연 권장

약물 검토 환자의 약 검토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2). Practice 
Incentives Program: diabetes Incentive guidelines.

3) 미국

미국에서 1990년에 설립된 NCQA는 비 리 기관이다. NCQA 인증은 

의료서비스 질의 상징으로 널리 인식되어 광고에도 이용되고 있다. 

NCQA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인증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자격증

을 발행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인정한다. NCQA 인

정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PCMH 인정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일차의료

기관을 PCMH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모형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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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료기관이 PCMH 프로그램에 참여하여보험자로부터 추가적 지불보

상을 받기 위해서는 NCQA의 인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Joint Commission은 독립적인 비 리 기관으로 1만5천 개 이상의 

보건의료기관들(병원, 장기요양시설, 검사실 등)에 대해 인증을 담당한

다. 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NCQA)는 민간 건

강보험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인증된 기관은 매년 성과 척도들에 대해 보

고해야 하며 표준항목들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전문의 협회와 미국 내과

전문의 협회는 다양한 질 표준들을 충족시키는 의사에게 자격증을 교부

한다.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병원들

을 비교한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며, 의료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환자경

험 척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는 연방정부에서 재원을 받는 기구로서 

임상업무, 결과, 효과성, 임상지침, 안전, 환자경험, 건강정보기술, 그리

고 불평등에 관한 근거기반 연구를 수행한다. 메디케어는 다양한 성과연

동 지불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서비스 과정, 건강결과, 비용효율

성, 환자만족, 그리고 정보기술 등 일련의 질 척도들에 대해서 그 지불금

이 연동되어 있다. 민간보험 제공자 대부분은 성과연동 지불제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다(Thomson et al., 2011). 

4) 프랑스

프랑스에서 외래진료 분야의 주된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이고, 

의사협회와 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협약요금을 결정한다. 선호의사제

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별수가제인 기존 지불보상제도의 변화

는 일어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즉, 장기질환자에 대해 1인

당 연간 40€의 정액보상을 추적관리료로 지급하며, 장기질환 특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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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를 추가 보상하여(연간 1회), 그리고 유아 특수진료에 대해 건당 

5€를 추가보상하고 있다. 선호의사가 전문의에게 의뢰할 경우 전문의는 

진료건당 수임명목으로 2€, 진료비 명목으로 27€, 주치의가 요구한 특

수진료에 대해서는 40€의 추가비용을 받는다(Com-Ruelle, 2006).

한편, 선호의사 등록 환자가 선호의사제도에서 규정한 경로와 무관하

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식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환자에

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의사의 추가수입원이 되

지만 추가청구액이 협약진료비의 17.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무분별한 진료비 과다 청구를 억제하 다. 그리고 개별 의사단위

로 살펴보았을 때 해당의사의 총수입(총진료비) 중 초과 청구한 진료비 

수입 비중이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환자

에게 부여되는 본인부담의 규칙과 관련하여 우선, 프랑스는 의료이용 시 

방문당 1유로의 공제액이 기본적으로 있다. 여기에 선호의사의 의뢰를 

거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진료건당 2~3.4유로 수준의 벌금이 

등록 환자에게 부담된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정현진, 2007).

프랑스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성과지불보상방식으로 

CAPI(Contracts for Improved Individual Practice)를 운 하고 있

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 일차의료 개혁을 통해 일차의료이용을 제한하

기 시작하 는데, 법 제정 이후 선택적으로 주치의를 등록하도록 하고, 

주치의 이외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15-20% 가량 더 

부과하도록 하 다. CAPI는 일차의료제공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

험공단에서 직접 의사마다 50세 이상 여성 비율에 따라 유방암 검진율과 

같은 개별 목표를 정해 계약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다(김선민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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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 성과 측정은 예방, 만성질환 관리, 비용-효과적인 처방의 3가지 

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매년 각 지표 달성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박춘선 등, 2013). 세부 지표는 국 지표를 참고하여 16가지 시작되었

는데, 측정 가능성과 프랑스 내 문제의 크기 등을 고려하며, 국 NICE와 

유사한 프랑스 정부 기구인 HAS에서 이미 개발한 진료지침이 있어서 의

사들에게 적용하기 용이한 역들로 선정한다(김선민 등, 2011). 3가지 

역에는 특정 질환에 대한 관리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만성질환 

관리 역에 해당되는 지표가 모두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에 해당된다

(박춘선 등, 2013)(표 3-6). 

〈표 3-6〉 프랑스 CAPI 성과지표

활동 빈도 및 설명

예방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유방암 검진을 시행한 50-74 여성의 비율

만성질환 
관리

65세 이상 인구의 vasodilators(혈관확장제) 처방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 처방비율

1년 동안 HcA1c 검사를 3회 또는 4회 받은 당뇨환자의 비율  

비용-효과적
처방

지난 1년 동안 눈검사를 받은 당뇨환자의 비율

항고혈압제와 statins 처방 받은 당뇨환자의 비율

항고혈압제와 statins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환자의 항고혈압제, statins, 
aspirin 처방 비율

정상범위 혈압인 당뇨환자의 항고혈압제 처방비율

항혈전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아스피린 처방 비율

전체 항생제 처방 중 제네릭 항생제의 처방 

전체 proton pump inhibitors(PPIs) 처방 중 제네릭 PPIs의 처방

전체 statins의 처방 중 제네릭 statins의 처방

전체 항고혈압제 처방 중 제네릭 항고혈압제 처방

전체 항우울제 처방 중 제네릭 항우울제  처방

ACE inhibitors와 statins의 전체 처방 중 ACE inhibitors의 처방

자료: 박춘선 등(2013). 만성질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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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차의료의 지속성 측정

지속성  측정  방법은  측정  대상이  환자  개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또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성을  측정할  때  주치

의가  미리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Saultz,  

2003). 일차의료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진료 지속성 측정 대상이 환자 개인이면서 주치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가능한 지표로는  Continuity of Care Index(COC), 

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MMCI), Most Frequent 

Provide Continuity(MFPC)  등이 있으며,  진료 지속성 측정 대상이 환

자 개인이면서 주치의가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적용가능한 지표로는 

Usual provider Continuity Index(UPC)  등이 있다.  또한  Family 

Care measure(FC), Family Mean Continuity Index(FMCI), Family 

Continuity of Care(FCOC) 등은 진료측정대상이 환자가 속한 가족일 

때 적용가능한 지표이다(최용준, 2006). 

위에서 언급한 지속성 측정 지표들은 대부분 진료의 연대기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 지표들은 환자와 공급자의 접촉 빈도와 지속시

간, 다양한 공급자들 사이에서의 진료의 통합, 진료의 일관성을 측정한

다. 연대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진료 지속성 측정 지표들은 3가지 관점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된다.

첫째, 지속기간과 환자/공급자 유대관계의 강도를 측정한다. 초기의 

연대기적 측정도구들은 단일 공급자를 방문하는 빈도나 지속기간을 측정

하 다. 측정방법이 간단하고 환자의 행정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일차 진료, 요양기관 등에서 사용했다. 이 측정방법

의 기본적인 가정은‘개별 환자가 지속적으로 한 공급자를 방문한다는 것



제3장 선진국 일차의료 운영 현황 및 평가 105

은 보다 강력한 환자/공급자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reeman과 Hjortdahl에 따르면, 환자가 한 공급자를 오랜 기간 동안 방

문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와 애착관계가 생성된다는 증거는 빈약하다. 

이는 단일 공급자에게 측정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 측정의 결

과로서 불충분하며, 결과를 잘못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공급자들의 진료 집중정도를 측정한다. 환자가 접촉가능

한 의료 공급자들 사이에서 진료를 어떻게 집중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

들이 개발되어 왔다.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은 특정 기간이나 진료의 

에피소드 기간 동안 환자가 접속하는 의료 공급자들의 총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급자가 제공하는 진료의 상대적 중증도를 고

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연속된 진료(Sequential Care)를 측정하는 것이다. 환자가 동일

한 공급자를 연속해서 방문한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Sequential 

Continuity Index(SECON)가 널리 사용된다. 동일한 공급자에 연속해

서 방문한 비율을 측정한다. 이론적으로 공급자들 사이에 정보이동의 요

구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홍재석 등, 2008).

지표 중에서 진료 지속성  측정  대상이  환자  개인이면서  주치의가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

고 있는  지표는 Usual  provider  continuity(UPC)이다(최용준, 

2006). UPC는 ‘특정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급자(usual pro-

vider)에게 방문한 수’와 ‘비슷한 성격의 공급자들에 방문한 총수’의 정보

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일상적 공급자(usual provider)란 환자

가 선호하는 공급자, (환자가 특정 공급자에 가입한 보건의료 체계에서) 

환자가 가입한 공급자, 의무기록이나 청구자료(billing data)에 가장 빈

번히 나타나는 공급자를 의미한다. 이 지표는 주로 주치의가 미리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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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범위는 0에서 1사이이다. 비교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써 행정자료를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급자(usual provider)를 명시하기 때문에 일차

진료의의 역할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측정치가 의미가 있고 의사들에게 

설득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점으로는 관계의 강도, 정보이동, 진

료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측정도구이며,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급자들과 다른 공급자에게 방문하는 빈도의 분포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의료이용도 수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방문수가 증

가하면 측정치는 감소하고, 연속적인 방문, 의사소통의 정도, 공급자들 

사이의 협력을 고려하지 못한다. 개별 환자의 방문에 대해서 진료 제공자

의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 UPC는 일정 기간 동안(흔히 1년) 한 공급자

에 방문하는 분율을 측정한다. UPC는 널리 사용되고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의료이용도에 쉽게 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홍재석 등, 2008).

5. 일차의료 인력 양성체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일차의료 의사인력 양성기간을 최소 3년간

의 공식 수련을 권장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은 의대 졸업 후 일차

의료 전문의(General practitioner/ Family physician)1)가 되려면 

3~6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Heyrman J, et al., 2006). 

일차의료가 발달한 국의 경우 일반의(GP)가 되려면 의대(5년) 졸업 

후 최소한 의학대학원 일반의 과정 3년을 이수하고 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에 일반의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표 3-7, 표3-8)(이

1) 유럽에서는 일차의료 의사를 전통적으로 GP(general practitioner)로 호칭해 왔는데, 북
미 대륙에서 1970년대 초부터 새롭게 Family physician(가정의)으로 호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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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2009; Wikipedia, 2011).

미국에서 주치의가 되려면 별도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 

획득을 위한 학부과정(Baccalaureate Degree)과 4 년간의 의학대학원

(Doctor of Medicine or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degree)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가정의학을 전공할 의사는 추가로 3 

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이 인증된다. 가정의학 전문

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6년마다 서면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10년 이내 300시간의 의학교육을 받아야 한다(Bindman, 2003).

〈표 3-7〉 선진국 및 한국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체계

영국 독일 미국 한국

의학교육
기본과정

5년 6년 4년 6년/4년

학위

bachelor of 
medicine and 

surgery

graduate 
physician

doctor of 
medicine

bachelor of 
medicine

의사면허
국가시험

x
1회(2004년부터)

(Ӓrztliche 
Prüfung)

3회
(USMLE)

1회

기본수련

1년
(Pre-register 

Phase)

1년 6월
(AiP, 2002년부터 

없어짐)

1-3년
(주별로 USMLE 

Step3 
응시자격으로 통제

1년
(인턴: 의무화 

아님)

전문의 과정 3-6년 4-7년 3-7년 3년

주: 한국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함.

일차의료 역에서 전문인력 양성(전공의 수련)은 1960∼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의대 졸업 후 일차의료 수련자 비율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50%를 유지하고 있다(표 3-8). 반면,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전문의

(가정의)를 1980년대부터 양성하여 그간 30년이 지났으나 <표 4-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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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바와 같이 동네의원 중 가정의학과 의원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8〉 유럽 국가의 일차의료 전문의(GP/가정의) 수련자 비율, 기간, 장소

의대졸업 후 일차의료 수련 일차의료 수련의 기간과 장소

의대 졸업생수 
(명/년) 

일차의료 
수련자 비율 

(%) 

수련기간
(년)

 수련장소별 기간

의원(년) 병원(년)

영국 4,500 44 3 1 2

독일 10,000 18 5 2 3

노르웨이 550 36 5 4 1

덴마크 600 30 3.5 1 2.5

벨기에 700 43 3 2.5 0.5

스웨덴 600 17 5 3 2

스페인 5,000 38 3 1.5 1.5

이태리 2,000 18 2 0.5 1.5

프랑스 4,000 50 3 0.5 2.5

핀란드 500 18 6 4 2

출처: EURACT (2004). Statement on selection of trainers and teaching practices for 
specific training in general practice. Tartu: European Academy of Teachers in 
General Practice.

선진국들은 전공의 수련과 그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Medicare는 1966년부터 전공의 수련의 

대부분의 비용(직간접 교육비)을 조세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990

년 중반부터 일차의료 수련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이 할당되기도 하 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일차의료 퇴조의 여러 원인 요인들 중 하나는 일

차의료 의사 양성 문제이다. 미국 의학교육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Flexner report’는 교육병원의 개념적 토대를 형성하 고, 대학병원을 

교육, 전문진료, 그리고 연구를 위한 센터로 만들었다. 2차 대전 후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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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는 의과대학 수입과 연구기금, 그리고 병원 기반의 

단과전문의 보상을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의학 교육은 첨단시술과 희

귀질환의 치료방향으로 이동하여 갔다. 의대생들은 단과 전문의와 병원

에 의해 향을 받아 단과 전문의를 선택하게 되었다. 일차의료 의사와 

단과 전문의의 적정 비율에 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대부분의 선진국

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그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수련병원에 위임해 왔다

(Sandy LG, et al., 2009). 양적·질적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부

가 기여한 것이다. 

6. 선진국 일차의료 개혁 동향 및 시사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경험

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문제를 보건

의료 역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

회구조적 보건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일차의료 개

혁을 통해 보건의료의 효율성, 형평성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

해 왔다. 이러한 개혁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보건의료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그 변화의 방향에는 공통점이 존

재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선진국 일차의료 시스템의 특징은 일차의료가 발

달한 선진국에서 일차의료기관이 그룹진료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문지기 기능을 강

화하려는 경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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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선진국의 주치의 제도 특성

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독일

보건의료체계 NHS SI PI SI SI

GDP 대비 
보건의료비

(2011)
9.4% 11.9% 17.7% 11.6% 11.3%

공공재원 87.1% 62.5% 45.1% - -

민간재원 12.9% 37.5% 54.9% - -

지불방식
인두제+
성과급

인두제+
성과급

인두제 확산 행위별수 가제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공급주체/
성격

공공
민간, 병원은 
비 리기구

민간개원
(1/3단독개원)

민간
대부분 공공, 
민간 비 리

문지기 시스템, 
등록 시스템

주민 최소 
3명 선호 

주치의 신청

거의 모든 
인구 주치의 

등록

HMO 25%, 
POS 15%, 
PPO 45%

주치의와 환자 
간 자발적 

계약(주치의 
변경 자유)

참여시 
본인부담 

40유로 이상 
면제

문지기의 엄격성 엄격 엄격
예외 인정
위반 시 
추가비용

예외인정
위반 시 
추가비용

예외 인정

주치의 자격 가정의 가정의
가정의, 내과, 

소아과
가정의, 
전문의

가정의, 내과, 
소아과

주
치
의
서
비
스

종류

상담 86% 1일 30명 입원서비스 
제공

- -

전화 10% 1일 12번 - -

방문 4% 1주 20회 거의 안함 - -

자료: 1) 이채은(2009). 한국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전략. 서울대학교 의료관리
학 교실, 하반기 토픽리뷰.  

        2) 정현진, 황라일, 서수라, 김철웅(2007). 유럽의 일차의료현황과 주치의 제도 개혁. 국민건
강보험공단.

        3)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국은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일차의료 

개혁의 동향을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하 는데(WHO, 2013) 이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이재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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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차의료(general practice/family medicine)를 의학의 전문분야

로 도입한 점 

둘째, 그룹진료 의원(group practice)을 장려하는 경향 

셋째,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직들 사이의 팀 활동 장려, 즉 전통적으로 의사

가 다루던 업무를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에게 위임하는 경향 

넷째, 바람직한 서비스들(예: 예방접종)에 대한 부가적 지불제 또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부분적 인두제의 도입 

다섯째, 일차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의 확대(예: 지역사회 기

반  정신보건서비스와 간단한 수술 

여섯째, 문지기 역할의 강화(예: 일차의료 제공자에게 보건의료 예산을 맡

기거나, 의뢰서 없이 2-3차 진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일차의료 수준이 높은 국가는 낮은 국가에 비하여 일차의료기관의 규

모에 있어서 대체로 단독진료 의원의 비중이 낮고 다학제팀 진료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일차의료의사들은 지역의 공공기관에

서 다학제팀과 함께 그룹진료에 종사하며,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

드, 뉴질랜드, 국의 일차의료의사들은 민간소유 의원에서 그룹진료에 

종사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룹진료는 단독진료에 비하

여 의료인의 삶의 질이 높고, 환자 진료의 지속성이 증가되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보다 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룹진료는 진료 의사가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근무 시간을 할

애할 수 있게 해주며, 진료시간이 보다 길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일차의료 역에서 그룹진료 의원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사 1~2인이 종사하는 의원의 비중은 1990년

대 중반에 40.7%에서 2000년대 중반 32.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룹진료 의원을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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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 후(2002) 단독진료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15%로 감소

하 다.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1995) 후 그룹진료 의원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그룹진료 의원은 전통적인 단독진료 의원에 대한 대

안적 진료 방식이 되고 있다. 대만에서 그룹진료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입은 단독진료 의원의 의사 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그룹진료를 권장하는 정책이 실행된 바 없어서 일차의료

의 세계적 동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달리 지난 30년 간 일차의료 

역에서 가정의학을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 도입한 것 외에는 거의 달라

진 것이 없다. 일차의료는 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프랑스의 보건의료 개혁 과정을 상기했을 때, 1996년 우리나라에

서 시도했었던 주치의등록제의 실패 배경에 정부의 홍보 및 준비부족, 의

사협회의 반대, 그리고 국민의 무관심이 있었음을 일깨워준다(이재호 등, 

1999; 이재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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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사회의 만성질환 실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11%(2010년 5,354

천명)이다. 2018년에는 14%로 예상되어 수년 후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에 20%로 초고령 사회로 압축적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 

기대여명은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및 건강에 대한 인식제

고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평균 81.1세(여성 84.0세, 남성77.3세)이

다. 평균수명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과 건강수준을 

동시에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건강수명은 평균 72.6세이어서 각종 

만성질환과 장애로 인해 취약한 노년기의 삶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3개월 이상 질병이 진

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2005)는 만성질환의 주요 3대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혈중콜레스테롤, 흡연으로 제시하 고, 이 외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는 당뇨, 비만, 운동부족, 음주 등이 상호작용하여 질환

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설명하 다(WHO，2005). Bussche(2011)는 독

일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중 노인의 유병률이 1% 이상인 

질환 가운데 전문가 자문을 거쳐  ICD-10 분류를 질환군으로 분류하여 

총 46개 질환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

환을 11개 질환으로 범주화하여 지정하 는데, 그 종류와 범위는  ①고혈

압질환(질환명), ②당뇨병, ③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④호흡기 결

핵, ⑤심장질환, ⑥대뇌혈관질환, ⑦신경계질환, ⑧악성신생물, ⑨갑상선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4



11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의 장애, ⑩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 ⑪만성신부전증  등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0-40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 및 기능 상태를 살펴보면 2011

년 노인 인구 중 88.5%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8.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29.2%는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 고, 21%는 지난 1년간 낙상을, 15%는 기능상의 제한을 경험

하 다(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 노인의 44.4%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5%는 동년배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정경희, 2011). 

  가.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실태

국가는 유병률이 높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중이 큰 질환이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발생비용이 높고 국가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정책적 개

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만성질환 유병

률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다. 

2011년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비만은 34.2%, 고혈압 30.8%, 당뇨 

10.5%, 고콜레스테롤혈증 14.5%이었다(보건복지부, 2012). 복합만성질

환의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보유비

율이 2008년 60.5%에서 2009년 70.6%로 다소 증가하여(고숙자, 

2012)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유병 추이를 살펴보

면 [그림 4-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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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2010년 기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 유병자 비율은 28.9%, 

당뇨 10.1%이었다(보건복지부, 2012).

   

〔그림 4-1〕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 만 30세 이상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2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고혈압 유병률을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에서는 

9.1%, 40대 연령층에서는 21.1%이다가 중고령자인 50대 연령층에서는 

33.8%로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연령층에서

는 55.4%로 과반수 이상이 고혈압환자이었다(그림 4-2). 당뇨의 경우도 

40대 연령층에서 6.6%이었으나 50대 연령층에서는 13.2%로 급증하

고 60대 연령층에서는 19.6%로 증가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고혈압 조절률(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은 42.9%(2011년)로 전

년도(43.6%) 보다 낮아져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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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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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 양조사, 2011  

〔그림 4-3〕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당뇨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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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 양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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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유병률(25세 이상)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

사한 유병률을 보여 15% 수준인 반면, 일본과 국은 상대적으로 높아 

20% 이상이었다(표 4-1).  

반면, 당뇨 유병률은 연령표준화시 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 일본, 

국보다 높았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당뇨 유병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았

으나 큰 폭으로 낮아졌다(그림 4-4). 

일본은 ‘국민건강 21’을 수립하여 당뇨 발병 예방을 통해 유병자 증가 

억제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혈당치의 적정한 

관리, 치료 중단자의 감소 및 합병증 감소 등을 목표로 적정체중 유지율, 

일일 평균 보행량, 합병증 발생자수 줄이기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목

표 지향적 정책을 펴고 있다(후생노동성, 2013).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 조절률(당뇨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은 28.5%(2011년)이며 당뇨환자의 치료율은 향상되었으나 

조절률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또한 2개 이상의 복

합만성질환 보유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당뇨병을 비롯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3). 

〈표 4-1〉 국가별  25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단위:  %)

남 여

일본 26.4 16.7

영국 27.7 19.1

미국 17.0 14.2

한국 18.0 13.1

자료: WHO, World Health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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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당뇨의 연령표준화 유병률 국제 비교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13

한편, 2011년 우리나라 성인(6,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은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유병률과 사망

률을 고려한 질병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크며, 2030년에는 우

울증이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 다. 우리나라 노인

의 우울증은 차원적 분류로 보면 유병률이 17.9%이나 범주적 분류로 볼 

때 유병률은 27.8%이었다(WHO, 2008; 조맹제, 2011).

  나. 주요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순

이며 이들 질환이 전체 사망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

의적 자해(자살), 당뇨,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고혈

압성 질환 순으로 이로 인한 사인이 23.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3). 폐렴과 운수사고를 제외한 8개 만성질환이 사망의 수위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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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50대 연령층에서는 자살이 암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사망원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인구조에서는 건강관리 및 질병대처 방법이 기존

의 분절화된 단발적 치료와는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여, 치료중심의 지불

보상체계 또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 건강보험 도입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4-5], [그림 4-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혈압 및 당뇨

로 인한 사망률이 공히 최근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65세 이상 연령층은 60~64세 연령층과는 매우 높은 사

망률을 보이고 있다. 고혈압은 최근 5년간 비슷한 사망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뇨는 감소되다가 최근 3년 동안 사망률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 연도별 고혈압 사망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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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도별 당뇨 사망률 추이

21.9 
21.9 21.7 22.4 20.2 19.2 17.5 

16.6 13.0 11.8 11.4 11.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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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우울증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최근 2

주 동안 1차례 이상 자살사고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정상인에 비해 주요 

우울장애인 경우 72.4배, 경도 우울장애인 경우 18.3배, 아임상 우울증

인 경우 7.3배 더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자살의 76%는 

노인우울증과 연관이 있었다(안정훈, 2010).

2011년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 

12.6명에 비해 2.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 헝가리(22.8명)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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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자살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국제 비교 

                                                          (단위: 인구 10만 명당)

   주: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터키 제외.

자료: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연령별로 구분하여 자살률을 살펴보면 40세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자살률이 증가되고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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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30세 이상 성인 연령별 자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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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 양상
 

  가. 의료비 지출 실태

1)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그림 4-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GDP 대비 7.4%(2011년)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9.3%보다 낮다

(OECD,  2013). 그렇지만 2002~2009년 동안 1인당 평균 보건의료비

용 증가율은 연간 7.7%에 달해 OECD 국가 중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OECD 연간 평균 3.6%). 

높은 의료비 지출은 고가의료장비의 이용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우

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2011년 인구 100만 명당 35.9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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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보유 대수(23.7대)보다 많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MRI 장비의 경우, 평균 보유 대수가  21.3대로  OECD 평

균(13.3대) 보다 많다(OECD, 2013).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에서 고가 의

료장비의 도입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민의 

형평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에서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은 

55.3%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평균 지출 72.2%보다 정

부부담 비율이 낮다(그림 4-10). 정부부담 보건의료비는 2000년 21.9%, 

2005년 30.5%, 2010년에는 40.9%이어서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재

난적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현상이 일부 초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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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GDP 대비 국민의료비(2011년)

(단위 : %)

자료: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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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우리나라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비중(2011년)

(단위 : %)

    

   주: 1) 네덜란드는 경상의료비지출 중 공공지출비율임.

        2)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3) 호주(2010), 일본(2010), 멕시코(2010), 터키(2008)

자료: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그림 4-11]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에서의 지출은 

35.2%(2011년)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이

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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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49.0%), 칠레(36.9%)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

며, 네덜란드(6.0%), 프랑스(7.5%), 국(9.9%) 등의 국가는 10% 미만으

로 가장 낮다(OECD, 2013).

〔그림 4-11〕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2011년

(단위: %)

   주: 1)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경상의료비지출 중 가계지출비율임.

        2)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자료: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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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 지불제도를 가진 사회

보험 국가이면서 민간 주도형 의료자원 공급체계 속에서 정부의 공공재

원 비중은 낮고, 환자 본인부담 비중은 높은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는 보건의료의 효율과 형평을 가져오는 정책수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데 그 중 전략의 하나가 일차의료의 강화이다.

2) 노인 의료비 지출 실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1년 국민 전체 진료비의 33.3%

를 차지하 으며 전년도 노인진료비 대비 81.6배,  2012년에는 2.7배 이

상 증가해(256,3210원) 노인의 의료비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그

림 4-12), 고령일수록 의료이용 빈도가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4-12〕 노인진료비 및 노인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2002-20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



13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곧  국민

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와 직결된

다. 우리나라는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의료체계이어서 의료비 증가는 만

성질환 노인에게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차의료가 구축된 선진국에서는 최적

화된 의료이용을 통해 건강문제의 70∼80%를 일차의료에서 해결하고 있

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의사방문횟수 및 재원일수

높은 가계 지출과 이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림 4-13]에서 2011

년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일차의료에서 행위별 수

가제만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3.2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으며 OECD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

고 있는 일본이 그 다음으로 13.1회이다. [그림 4-14]의 환자1인당 병원 

재원일수는 우리나라가 16.4일로, 일본(32.0일) 다음으로 높다(OECD, 

2013). 2011년의 경우,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가 평균 12.9회, 연간 

입원일수는 평균 14.6일로 파악되어(OECD, 2012) 전년도보다 의료이

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2011년)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

로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병원 병상수(4.8병상)보다 2배 많이 보유

하고 있다. 2006년에는 6.5병상이었으나 5년만에 50% 증가하 다. 급

성기 의료 병상수도 2011년 5.9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병상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31

보다 2.5병상 더 많다. 국가마다 ‘급성기 의료’의 정의가 달라 국가간 비

교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급성기 의료 병

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8.0 병상) 다음으로 높다. 대부분의 OECD 회원

국에서 급성기 의료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4.8병상)에 비해 병상수가 오히려 증가하 다. 이에 재원일수의 증가가 

병상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패널 자료를 통해 60세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서비

스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이 60세 미만 연령층 보다 약 

2.4배 이용횟수가 높았으며, 75세 이상 노인의 이용횟수는 60~74세 초

기노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의료이용빈도가 높아 이

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의 조정기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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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건수(2011년)

(단위: 건)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캐나다(2010), 칠레(2010), 덴마크(2010),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09), 일본

(2010), 뉴질랜드(2012), 노르웨이(2009), 국(2009), 미국(2009).

자료: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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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환자 1인당 평균 병원재원일수(2011년)

(단위 : 일)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0), 벨기에(2010), 칠레(2010), 그리스(2008), 아이슬란드(2009), 노르웨이

(2010).

자료: OECD(2013), OECD Health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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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차의료 제공 수준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나 일차의료로 명시되거

나 분류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구조적 측면에서의 일차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기능적 또는 업무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일차의료 수준을 파악하 다. 양질의 일차의료기관의 모형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2장에서 제시한 일차의료 개념 및 속성에 입각하여 제공수

준을 평가하고 제기되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 다.  

우리나라 일차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Starfield(1998)가 개발한 평가지

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체계 특성요인은 총 18점 중 4점, 

업무특성 요인은 총 12점 중 1점이어서(안상훈, 2001), OECD 13개 국

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일차의료 업무특성인 일차의료 속

성들이 전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환자가 경험한 서비스에 근거하여 일차의료의 질(속성)을 평

가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평가도구(K-PCAT)’를 개발, 그 타당도를 검증

한 후 일차의료를 실행하려는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의 질

을 평가하고 있어(Lee et al., 2009) 일차의료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주도력을 가지고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할 만

큼 근거중심 정책추진 기반이 미약했으나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

를 통해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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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차의료 속성 반영도

1) 최초 접촉 및 접근성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병상수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된다. 보건의료시스템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으로 명시되어 

분류된 자원이 없으며, 의료전달체계상 첫 접촉 이용시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제일 처음 접하는 일차의료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첫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차의료기관은 가정의학과 의원 뿐 아니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

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체 진료과의 전문의사가 개설한 동네의원도 포

함된다. 뿐만 아니라 2, 3차 진료기관인 병원 및 종합병원 전문의에 의한 

외래진료도 일차의료의 첫 접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설치 개소수를 살펴보면 2012년 의원 28,033개소, 병

원 2,5424개소, 종합병원 278개소, 상급종합병원 44개소이며, 의료취약

지역에 15개 보건의료원이 운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병원이 지난 10년

간 가장 많이 증가되어 약 3.7배 증가하 다. 그 다음으로는 의원의 증가

폭이 커 2000년 보다 8,000여개 증가하 다.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이라 할 수 있

다(그림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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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종별 개설 의료기관수 추이

(단위: 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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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013년 상반기 의원의 1일 평균 외래진료 환자수는 2010년 56.6명, 

2012년 59.7명 수준이다. 개설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는 의원의 외

래진료 이용수준은 2012년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 진료일수 중 60.8%를 

차지하 고, 진료비용은 전체 의료기관 급여비용의 56.1%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설수가 1%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총외래진료일수는 전체 의료기관 외래진료일수의 21.2%를 차지하 고, 

전체 외래진료 급여비용은 33.4%를 차지하 다(그림 4-16, 4-17). 

의원은 2005년보다 개설기관이 2,700여개소가 증가하 음에도 불구

하고 2012년 외래진료 급여일수가 2005년 보다 6%포인트나 감소되었

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2005년 보다 외래진료 급여일수가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외래진료 이용이 상급종합병원·종

합병원으로 쏠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4-16], [그림 4-17]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설 기관수가 증가한 종합병원보다는 신설기관수

가 거의 변화가 없었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외래진료 급여비용 역시 의원은 2005년 보다 6%포인트 감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37

소된 반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약 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료비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외래진료 급여비용의 44%(2012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불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이어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체계의 구축 기반은 매우 취약한 현실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림 4-16〕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급여)일수 분포(2005,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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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4-17〕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요양급여비 분포(2005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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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과 [그림 4-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외래방

문횟수와 연간 입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

다(OECD, 2012). 빈번한 의료이용 결과, 국민 의료비 중 가계부문의 

지출비율(32.1%)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19.6%) 보다 약 1.6배 더 높은 개인부담 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한 의료 욕구 비율은 

18.7%(201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12),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문

지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 및 기능까지 유사하여 국민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모든 의료기

관을 자유롭게 첫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욕구는 끝없이 높아져 나

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자질이나 전문분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매체에서는 종합병원 의사 중심의 ‘명의’라는 홍

보성 정보가 만연되어 있어 의료기관 종별 역할분담은 추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첫 접촉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구축의 필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OECD는 한국 일차의료의 기능이 취약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차의료의 지역적 구조를 구

축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OECD, 

2012).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취약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대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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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성 

환자는 치료 기능 이외에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는 물론, 정신보건, 요

양, 호스피스, 재활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

서 대부분의 대상자에게는 질병 특성상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포괄

적,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는 치료중심의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

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 및 상담 등의 보건교육이나  추후 건강관

리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기 어

려운 질병예방 및 상담과 건강행위 실천을 유도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국가 주도형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연계성 없이 분절적으로 수행해 왔던 

금연, 절주, 운동, 양, 비만, 치매, 구강보건을 비롯한 13개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올해부터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조정 기능 및 지속성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료이용이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판단하여 의료

기관과 의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의사 역시 환자의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고려한 치료 또는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2009년 전국 조사에 의하면 상용치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

상자는 전체 응답자(20세 이상 12,491명) 중 41%이었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상용치료원 보유비율이 증가하 고,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이 



14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있는 경우에 상용치료원 보유 비율이 약 2배이었다(고숙자 외, 2011). 

이처럼 만성질환자 대부분이(고혈압 82%, 당뇨79%) 상용 치료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스스로도 일차의료의 속성인 서비스(정보 포함)의 

지속성과 조정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상용치료원이 있다고 하여 환자

-의사와의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전 치료과정에 

대한 임상적인 정보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분절화된 서비스로 인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접근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조정기능’은 용어 그대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이나 진료과에 의뢰하여 보다 전문적인 보

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의료전달

체계와 지불보상체계하에서는 상용치료원으로 부터 책임성이 있는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 등록제가 제도화

된 시스템하에서 의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불보상체계가 구

축된다면 일차의료의사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와 함께 조정

기능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나. 일차의료를 통해 감소 가능한 질환 입원율

2011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제 3장의 〔그림 3-4〕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인구 10만명당 101.5명으

로 OECD 회원국 평균(51.8명)에 비해 약 2배가 높다.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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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구 10만명당 222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다(그림 

3-5). 또한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50.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일차의료로 예방가능

한 질환의 관리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당뇨 입원율을 최근 경제발전으

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당뇨 유병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향을 부

분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조절되지 않는 당뇨

에 의한 입원율과 당뇨 유병률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캐나다, 포르투갈 및 미국은 당뇨 유병률이 높은 국가이지만 입원

율은 낮은 반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는 유병률은 낮았지만 높

은 입원율을 보 다. 이와 같이 입원율과 유병률간 유의하게 큰 상관관계

가 없다는 것은 당뇨 유병건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병원 입원에 향을 미

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OECD, 2011). 예를 들면, 당뇨는 효과적인 식

이, 운동 및 행동변화를 위한 집중적인 상담을 통해 인종 및 성별에 관계

없이 당뇨로 진행되는 위험을 약 6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고령층에 특히 효과적이어서 70% 이상 위험을 감

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일차의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Diabetes Prevention Program Research Group, 2002).

이상과 같이 일차의료를 통해 감소 가능한 만성질환의 입원율을 선진

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천

식과 조절되지 않는 당뇨의 입원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포

괄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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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일차의료를 통해 감소 가능한 질환 입원율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간 비교

질환
입원율(15세 이상, 인구십만명당)

순위 / 제출국가
한국 OECD 평균

천식 101.5 51.8 26 / 28

만성폐쇄성폐질환 222 198 17 / 28

조절되지 않는 당뇨 127.5 50.3 22 / 24

   주: 호주(2010), 일본(2010), 멕시코(2010), 터키(2007)
자료: OECD(2011),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4. 일차의료 속성 반영을 위한 정책적 전략  

  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증가된 의료

욕구에 대처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국을 행정구역별로 

진료권(중진료권, 대진료권 및 전국진료권)을 설정하여 거주자가 진료권

내에서 의료이용을 하고 이송 및 회송하는 체계를 제도화하 다. 1,2,3차 

진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진료권내에서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 다. 

그러나 진료권 설정은 ‘규제’라는 여론에 려 1998년 폐지되었고 상

급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외래진료를 제한하도록 하 다. 즉, 2단계로 구

분한 진료절차를 구축하여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외래진

료를 곧 바로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

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의원 또는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

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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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요양급여의뢰서’가 병·의원 또는 종합병원 의료인이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 의뢰의 필요성에 의해 발급하기 보다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의학과 외래진료를 통해 급여의뢰서를 발급받게 되면 기관내 다른 

진료과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진료의뢰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나 기능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진료환자 중 26.8%가 단순 

의뢰서 발급을 요구받았으며, 단순 의뢰서 발급을 요구한 환자 중에서 형

식적인 요양급여 의뢰서만 발급하는 경우는 63.4%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윤홍주, 2003). 외래진료에서는 본인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환자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가능하면 첨단 시설 및 장비와 초

전문의사(subspecialist) 인력이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함에 따라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이용시 요구되는 진료의뢰 제도

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본인부담 진료비만 상승되고 있다. 특히 지

방과의 편리한 교통수단의 개통(KTX 등)으로 서울지역의 소수 대형종합

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호성, 

2012).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의료이용의 단계화, 환자 의뢰 및 이송체

계, 지역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차 진료에서  2차, 3차 진료로 이어지

는 의료이용의 단계화를 통해 각 단계마다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문지기 의사로부터의 올바른 진료안내 및 상담, 예방교육까지 병행한 일

2) 단, 가정의학과, 응급, 분만, 치과, 혈우병,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
에 관한 규칙제 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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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차 진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의 첫 접촉 의사를 찾아가거나 올바른 안내자를 갖지 못한 상태

이다. 의원은 물론 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은 

기능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못하고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서비스 공급체

계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의사와 전문(진료과목) 의사와의 역할 및 기

능을 분담하고 의뢰 및 회송이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의료인력간, 의료기관간 모두 방임된 체계가 지속되

어 왔다. 

한편, 진료회송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가 호전되어 당초 

의뢰한 기관으로 회송될 때, 2단계 의료기관에서 회송서와 환자의 요양

급여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송료(10,700원)를 지급하고 있다. 2011년 

3월,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일차의료 전담

의제도 도입과 의뢰-회송 절차 개선 등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상급종합병원의 회송

료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외래의 경우 18개 기

관(40.9%), 입원의 경우 29개 기관(65.9%) 만이 회송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송 보험수가가 이미 책정되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기를 원하거나, 환자에게 중소병원 등으로 옮기길 권유할 때 자신들을 

내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회송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를 회송하지 않는 것이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국회, 2013).  



제4장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둘러싼 환경 145

  나. 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치의 제도  

우리나라는 1980년 초,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이 개설되어 일차의료

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주치의 제도가 논의되는 듯 

하 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력만 양성되었을 뿐, 기존의 단과전문의 

양성과정과 동일한 교육체계에 입각하여 양성되었고, 다른 진료과목 전

문의와 동일한 의료공급체계와 지불보상체계 하에서 의원, 병원 및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되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치료중심의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로 인해 진정한 일차의료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

지 못하 다.  

10년이 지난 1994년 정부는 의료의 지속성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치의 제도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가정의학과 가족 등록 보험수가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 다.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등록제

실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인 단

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전면 실시가 보류되었다. 정부는 정책

을 재추진하기 위해 1996년부터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파주시 및 안성

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 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반

발과 홍보 등 준비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

해지면서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 다. 

1998년 정부는 주치의제도를 ‘단골의사제도’로 의료소비자 친화적인 

용어로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 으나 여건 미비, 일부 진료과로 한정한 주

치의 제도의 조건 및 미미한 인센티브 등의 이유로 의료인 단체들이 공식

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일차의료 정책추진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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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료’ 책정

정부는 2002년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

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

도록 ‘만성질환관리료’ 수가를 책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

다. ‘만성질환관리료’의 대상환자는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 장애, 호

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신부전증을 주 상병명으로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

원 포함)을 이용한 외래 진료환자이다(보건복지부, 2003). 

‘만성질환관리료’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수가가 신설된 2002년에는 

18억원의 비용이 발생되었으며, 2008년에는 490억원으로 6년 간 27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 중 2008년의 경우, 고혈압 환자가 58.9%, 당뇨 환

자 26.0%로 이 두 질환자가 전체 ‘만성질환관리료’ 청구금액의 85%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가 7.3%이었다. 한편, 만

성질환관리료는 고연령일수록 증가되어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발생비

용의 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경숙·정설희, 2010).  

  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상급 종합병원 진료수입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7%이며, 이 중 

1/3은 경증질환이어서 종합병원 시설 및 장비 등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종합병

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이른

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 다. 즉, 감기, 결막염 등 가

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총 52개 질환)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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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용

을 각각 50%, 40%로 의원 및 병원의 본인부담 비율(30%)과 차등화 시켰

다(보건복지부고시 제 2011-86호). 

동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 이후에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의원 및 병

원 이용환자수 및 내원일수가 증가되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감

소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마. 최초 접촉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원급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 다. 고혈압 및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질병의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30%에서 

20%). 또한 고혈압 및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 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2012년 하반기에 6개월간(6월∼12월)의 고혈압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로 54억원을 참여기관의 60%에 이르는 의원(4,928개 의원)에

게 지급하 다(당뇨는 1년에 1회 지급). 기관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2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의원의 비율(고혈압, 당뇨병 수진건수가 상

반기간 중  30건 이상인 기관)은 1년 2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현재, 평

균 61.3%로 파악되어 사업초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여한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전문의원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의학과, 일반의원 순이었다. 반면, 신경과와 신경외과 전체 요양기관

의 약 70%가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지만 만성질환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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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각 54.1%, 47.1%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원의 의사는 일종의 단골의사로서 문지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지기’란 말 그대로 주치의가 등록환자

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이나 

진료과에 진료 의뢰 및 회송을 통해 의료이용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

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환자 

의료비 경감과 참여기관의 인센티브에 그치므로 일차의료 속성이 반 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의원의 기능 활성화 또는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접

근이 용이한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표 4-3〉 의원의 표시 진료과목별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실태: 2013년 6월

표시과목명
전체 

요양기관 수
대상 

요양기관 수(A)
참여기관 수(B) 참여율(B/A)

가정의학과 755 679 446 65.7
내과 4,017 3,685 2,896 78.6
마취통증의학과 798 157 54 34.4
비뇨기과 967 34 6 17.7
산부인과 1,423 52 17 32.7
소아청소년과 2,192 827 343 41.5
신경과 160 109 59 54.1
신경외과 376 259 122 47.1
안과 1,415 10 4 40
영상의학과 167 47 31 66
이비인후과 2,117 149 44 29.5
일반 8,006 5,527 3,274 59.2
외과 1,018 578 347 60
재활의학과 286 95 18 19
정신건강의학과 782 25 8 32
정형외과 1,811 727 286 39.3
피부과 1,087 3 1 33.3
흉부외과 50 16 7 48.3

총계 28,293 12,990 7,967 61.3

   주: 1) 대상 요양기관 수: 대상기간 중 고혈압(I10), 당뇨(E11) 수진 건수 30건 이상인 요양기관
        2) 참여기관수: 요양기관 수 중 고혈압, 당뇨로 재진 진찰료를 경감한 요양기관 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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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원 토요휴무 가산제

2011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으로 OECD 

회원국 활동의사 수 3.2명보다 적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형종합병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운 하지 않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도 공휴일은 대부분 외래진료를 운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3년 ‘토요휴무 가산제’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동네의원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료를 실시할 

경우 기본진찰료를 30% 가산함으로써 경 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도입된 일련의 정책들은 의원의 경 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 구축에 필요

한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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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선택 영향 요인 고찰

2. 일차의료에 대한 수용성 평가





누가 일차의료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가. 앞서 그 동안 일차의료 관련 

정책 추진과정이나 결과를 살펴볼 때,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재정의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차의료를 정책의 중심에 놓고 심사숙고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일차의료 실행의 주체이면서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에서는  일차

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계를 중심으로 수차례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주치의 제도, 의료전달체계 구축, 일차의료수가의 개발, 일차의료인력 

확대 양성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제안하 다. 또한 이들을 포괄하는 가

칭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주문하 다(이재호, 2013).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차의료체계의 구축을 원하는 것일까? 

현재 국민들은 개개인의 선호도와 편의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

게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의료이용의 빈도

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의료이용의 빈도가 더 많다. 따라서 일차

의료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일차의료의 속성이 구현된 일차

의료기관의 이용에 대한 인식이나 견해를 파악하는 것은 체계 구축의 조

기정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차의료의 지향성에 반하는 의견을 반 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일차의료기관을 첫 접촉한 이후에야 일

차의료의사의 조정 하에 상급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대한 수용도와 주치의에 대한 요구도 파악은 표준 일차의료

기관의 지속적 운용을 위한 전략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일차의료에 대한
중고령층의 반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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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와 관련하여 주치의 제도에 대해 10여 년 전인 2002년도에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첫 접촉의료인 주치의를 의원으로 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반

대하 다. 또한 이들 중 63%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의사를, 23.9%가 

병원을, 10.0%가 한방 병·의원 의사를 자신의 단골의사로 지정하고 싶다

고 응답하여, 종합병원의 선호도가 높았다(조홍준 외, 2002). 일차의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국민의 요구가 아직 정부의 가시권에

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높은 종합병원의 선호도는 일차의료에 대한 낮은  

국민의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2004년 조사(20세 이상 성인 865명)에서는 주치의 제도의 필요

성에 대해 7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5.4% 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 다. 연령계층에 따라서는 50대 이상(91.7%)에서 가장 높았고, 

40대(82.8%), 30대(77.7%), 20대(62.6%)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

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 다. 주치의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는 

대학병원이 52.6%, 중소병원 16.4%, 의원이15.1% 순이었고, 15.8%는 

상관없다고 응답하 다. 선호하는 주치의의 전문과목은 내과(61.0%)가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42.3%), 예방의학과(14.7%) 순이었다. 

가장 중요한 주치의 역할로는 암 또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

강진단, 예방접종과 스트레스 관리, 만성질환 관리 순으로 답하 다. 주

치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지불금액(등록비)은 연간 12만원선의 부담을 

가장 선호하 고(28.1%), 그 다음으로  5만원 및 24만원(각각 22.5%) 이

었다.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로는 가족 포함 진료(42.5%), 24시간 전화

상담(24.9%), 가정방문(22.5%), 인터넷 상담(9.0%) 등을 원하 다(봉승

원,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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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파악하고,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첫 접촉의사와 주치

의 지정문제 등, 일차의료 주 수요자인 중고령층의 반응성을 조사하 다. 

1. 의료기관 선택 영향 요인 고찰

일차의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와 의료계가 절감하면서도 도입방

식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 반응성의 하나인 의

료제공자를 선택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으

나 환자의 어떤 특성이 상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

하다. 이에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선택 

요인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박옥순(2012)은 부산, 경남 소재 일반병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의료기

관 선택기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 다. 성, 가구소득, 거주형태, 수술경

험, 전문가상담, 진료과, 방문시 교통수단, 방문소요시간이 일반병원 선

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 남자보다 여자가, 고소득일수록, 

수술경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하는 편인 경우, 그리고 방문시간

이 긴 그룹이 서비스의 품질을 중요시한다고 하 다. 즉 소득수준이 높고 

의료이용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더

라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선호한다고 하 다. 

이경수(2011)는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 외래환자(698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한 요인과 수도권병원을 선택하는 요인대

하여 분석하 다. 4개 대학병원 이용자들은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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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명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는데, 이들은 의료서비스 만족을 가장 중요한 선택 동기로 꼽았다. 병원

에 지인이 있어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용-효과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리적 접근성과 행정서비스에, 연령별로는 30대 연령

층에서 직원만족도와 행정서비스에,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행정서

비스와 비용-효과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 다.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  

직종을  가진  경우가  지리적  접근성과  물리적  환경요인을 중요하게 생

각하 다. 한편 이들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지역 병원을 이용했

던 비율이 높았는데, 최신의료시설 및 장비, 전문성을 갖춘 의사 때문에 

선호한다고 하 다. 

임대기·제갈돈(2011)은 안동시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

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 조사대상자들은 병원 선택에 대한 만족도, 재이용 결정, 상대적 선

호,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하는데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

았다. 즉 노인들의 병원선택 행동은 성, 연령, 학력, 동거여부, 소득에 관

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병원선택요인들도 대체로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의료서비스 품질은 성별, 학력, 동거

여부, 병원의 평판은 성별, 학력, 병원의 내적 환경은 학력, 병원의 외적

환경은 연령별로 달랐다. 

조홍준 외(2001)는 모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할당방법을 이용하

여 표본을 추출한 서울, 평촌, 분당, 일산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골의사 여

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단골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다. 

선택한 단골의사는 51.2%가 의원, 48.2%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

무했다. 단골의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 접근성, 좋은 

치료결과, 치료의 지속성, 의료진의 친절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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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 외(2000)는 부산 광역시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소아질환

에 대해 부모가 단골의사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향을 파악하 다. 여기

에서 단골의사는 자녀가 아플 때 주로 찾아가는 의사로 정의했다. 단골 

의사가 있는 집단은 학력이 높고 월소득이 높았다. 또한 단골의사가 없는 

집단보다 연간 병의원 방문횟수가 더 많았다. 자녀를 치료할 의사(병의

원)를 선택할 때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단골의사가 있는 경우 ‘의사가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줌’, ‘꼼꼼하고 상세하게 진료해줌’, ‘치료 

효과가 좋음’ 순이었다.

정혜인(2009)은 서울소재 4개 대학병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이

용 중인 병원의 선택요인들에 대하여 중요도를 평가하 다. 관계자의 친

절 정도, 관계자의 믿음 정도, 진료협력센터 및 상담에 대한 친절 정도가 

병원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항목은 모두 의료서비스의 친절

성 및 신뢰성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으로 병원의 이미지, 사회적 명

성, 의료장비의 현대화, 병원이용에 대한 편리성이 중요하 다. 반면 건

물구조 및 배치, 병원에 관련된 기사 등은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윤경(2003)은 3차 의료기관을 일반대학병원과 기업병원으로 구분하

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병원을 선택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

다. 대학병원과 기업병원 공히 최우선 선택요인은 의사의 실력과 의술이

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 인지도,  의사의 친절 순이었

으며, 기업병원은 약간 달라 직원의 친절, 병원시설의 순으로 중요했다. 

종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는 외래환자들은 의사, 간호사, 시설, 

의료기술 등을 중요한 요인을 꼽고 있으나, 진료비, 대기시간, 병원에 아

는 사람의 근무는 순위가 낮았다고 보고하 다. 

김양균·김준석(2009)은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소병원, 종합

병원, 대형종합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을 조사하 다. 중소병원 대신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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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행년도)

조사대상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주요결과

선택 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 선택 영향요인

박옥순
(2012)

부산/경남 지
역 일반병원의 
외래 및 입원
환자 

불특정 의료기관

- 남자보다 여자, 고소득일수록, 거주형태가 
전, 월세인 경우보다 자가인 경우, 수술경
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하는 편인 
경우, 자가용으로 의료이용을 하는 경우, 
방문시간이 긴 그룹이 서비스의 품질을 
중요시함.

이경수
(2011)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 외래
환자

- 조사 대상자가 
방문한 대학병
원

- 수도권 병원 

- 환자 스스로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는데, 이들은 의료서비스 만족을 중요시함.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선정 측면에
서, 여성은 지리적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를, 30대 젊은 층은 직원만족도와 행정서
비스를, 저소득자는 행정 행정서비스와 비
용효과만족도를 높게 평가함. 사무/기술직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비스와 의료기관의 명성, 규모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획득 노력을 통해 강화되었다. 또한 

건강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형종합병원을 선택하 다. 종합병원

에 대비하여 중소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진료대기시간 및 진료시간, 이

용 편리성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종합병원 대신 대형종합병원을 선택

하는 경우는 병원 이용을 자주하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났다. 

김은옥·조순연(2004)은 일개 대학병원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친

절성, 명성과 전문성, 효율성, 편리성과 경제성에 대해 질문하여 현재 이

용 중인 병원의 선택 동기를 알아보았다. 네 가지 역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친절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고, 장비 인력 등 명성과 전문

성이 다음으로 높았다. 교통의 편리성과 진료비, 그리고 대기시간 등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았다. 네 가지 역의 병원 선택 동기는 결국 환자

의 병원만족도와 재이용의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표 5-1). 

〈표 5-1〉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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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행년도)

조사대상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주요결과

선택 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 선택 영향요인

은 지리적 접근성과 물리적 환경요인을 중
요시함.

- 수도권 병원을 이용에 대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음. 

임대기와 
제갈돈
(2011)

안동시 소재 
의료기관을 이
용한 65세 이
상 노인

불특정 의료기관

- 의료진의 서비스품질과 병원의 평판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의료진의 서비스 품
질, 병원의 평판, 병원의 내적 물리적환경은 
이용자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의료진의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동거여
부, 병원의 외적물리적환경은 이용자의 연
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

조홍준 외
(2001)

서울 및  인근 
신도시 거주자

단골의사(병의원) 
- 단골의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리

적 근접성, 좋은 치료결과, 치료의 지속성, 
의료진의 친절 순임.

양정석 외
(2000)

부산광역시 일
개 초등학교 
학부모

- 현재 자녀의 단
골의사(병의원) 

- 자녀를 치료할 
의사(병의원) 

- 현재 자녀 단골의사 근무지는 병원, 의원, 
종합병원 순으로 많았고, 전문과목은 소아
과, 내과, 외과 순임.

- 자녀를 치료할 의사(병의원) 선택에 향
을 미치는 요소로는 단골의사가 있는 경
우 ‘의사가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줌’, ‘꼼꼼하고 상세하게 진료해줌’, ‘치
료 효과가 좋음’순임.

정혜인
(2009)

서울소재 4개 
대학병원 외래
환자

조사대상자가 방
문한  대학병원

- 의료서비스의 친절성 및 신뢰성 관련 요인
이 중요함.

- 건물구조 및 배치, 병원에 관련된 기사 등
은 중요도가 낮음.

이윤경
(2003)

3차 의료기관
외래환자

조사대상자가 방
문한 의료기관 

- 일반 대학병원은 병원에 대한 믿음과 인지
도, 의사의 친절함이, 기업병원은 병원에 
대한 신뢰감, 깨끗한 시설과 직원의 친절
함이 중요함.

김양균, 
김준석
(2009)

20세 이상 일
반인

중소병원, 종합병
원, 대형종합병원

- 중소병원 대신 대형종합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비스, 의료기관의 명성과 규모,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임.

- 종합병원에 비하여 중소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진료대기시간 및 진료시간, 이용 
편리성 때문임.

- 종합병원 대신 대형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경우는 병원이용을 자주하고, 건강을 우
선시하는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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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행년도)

조사대상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주요결과

선택 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 선택 영향요인

김은옥, 
조순연
(2004)

일개 대학병원 
외래환자

대학병원(조사대
상 의료기관)

-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친절성이 가장 우
선순위가 높고, 장비 인력 등 명성과 전문
성이 다음으로 높음.

- 교통의 편리성과 진료비, 그리고 대기시간 
등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음.

2. 일차의료에 대한 수용성 평가

  가. 조사대상자 선정 

과거에는 의료의 질 평가지표로 접근성, 의학적 적정성, 포괄성, 지속

성, 효율성을 대표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되면서 

WHO는 ‘기술적 질 수준’, ‘자원활용도’, ‘고위험 관리’와 함께 ‘이용자의 

만족도’ 를 적정의료의 질 관리 평가요소로 제시하 고(WHO, 1983), 최

근에는 효과(effectiveness), 안전(safety)과 함께 환자중심

(Patient-centered) 또는 반응성(responsiveness)을 평가지표로 제시

하여(Berwick et al., 2002; Berenson et al., 2008). 이용자의 만족도

나 선호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만족

도는 더 나은 건강결과나 의료체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인식에 좌

우되기 보다는 오히려 환자로서의 경험이나 반응성(responsiveness)과 

같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이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의 본질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반응성(responsiveness)은 보

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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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줌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환자의 의료이용 수용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지표는 단골 의료기관 또

는 상용 치료원의 보유여부이다. 2009년 전국 조사에 의하면 상용치료원

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20세 이상 12,491명)

의 41%이었다. 연령계층별로 구분할 때, 40대 연령층 32%, 50대 연령층 

45%, 60대 연령층 6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치료원 보유비율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용치료원 보유 비율이 약 2배 이었다(각 82%, 79%)(고

숙자, 2011). 

이처럼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단골의료기관 보유비율이 확연히 높

은 것은 스스로(또는 그 가족) 일회성, 단발성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의

료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상

용치료원이 있다고 하여 일차의료 속성인 환자-의사와의 관계의 지속성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포괄적 접근의 미흡과 조정기능과 책임

성 문제 등 단순히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정하여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

로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필요도가 높아 의료비 증가의 핵으로 등장

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연령층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즉, 노인은 복

합질환을 보유한 건강 취약계층이면서 의료이용빈도가 높은 사회적, 경

제적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차의료를 통해 건강을 보호하여야 

될 우선대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기에 접어드는 50∼64세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의 반응성과 수용성을 파악하여 목표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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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일차의료를 접할 수 있

는 유인책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3년 이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0~1963년생)로 약 712만명의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반응성 및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전국 

시도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여 50~64세 중고령자를 추출, 여성 500명, 남

성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은 동지역과 읍·면지

역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 거주비율와 동일한 비율로 추출하여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동지역 84.4%, 읍·면지역 15.6%이었다. 조사

결과 연령은 50~54세 42.6%, 55~59세 33.6%, 60~64세 23.8%이었고 

4.3%는 의료급여수급자이었다. 직업은 55.4%가 직업이 있었으며 이들 

중 84.5%는 근무 중에 병원 외래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 다. 학력은 

대졸이 40.7%, 고졸 32.5%, 중졸 23.5%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1.7%로, 이들은 2012년 월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상위 

30%  평균 5,228천원). 300~499만원 이하 23.9%, 200~299만원 이하 

18.1%이며, 수입이 없는 경우는 3.8%에 불과하 다. 2012년 전국 가수 

월평균 소득은 4,007천원이었다(기획재정부, 2013). 조사대상자 2명 중 

1명(49.2%)은 지난 3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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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조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자 500 50.0

여자 500 50.0

연령

50~54세 426 42.6

55~59세 336 33.6

60~64세 238 23.8

지역

서울 202 20.2

인천/경기 272 27.2

대전/충청 98 9.8

광주/전라 102 10.2

대구/경북 110 11.0

부산/울산/경남 171 17.1

강원/제주 45 4.5

지역
동지역 844 84.4

읍·면지역 156 15.6

직업유무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있음
(병원이용 가능)
(병원이용 불가능)

554
(468)
( 86)

55.4
(84.5)
(15.5)

없음 446 44.6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가입자 957 95.7

의료급여 수급자 43 4.3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22.4

200~299만원 이하 181 18.1

300~499만원 이하 239 23.9

300~499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217 21.7

모름/ 무응답 100 10.0

수입 없음 38 3.8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23.5

고졸 이하 325 32.5

대졸 이상 407 40.7

모름/ 무응답 33 3.3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92 49.2

없음 508 50.8

전체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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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없음 고혈압
허리

디스크
(요통)

관절
염증

위장
질병

당뇨 감기
신장
(콩팥)

우울증 
등 

정신과 
질병

전체 (1,000) 50.8 15.1 11.1 9.9 7.0 6.7 2.3 1.5 1.5

성별
남자 (500) 56.6 17.0 8.8 6.0 7.1 6.3 2.1 1.3 1.0

여자 (500) 49.7 13.3 13.4 13.9 6.9 7.2 2.5 1.8 2.0

연령

50~54세 (426) 59.0 11.6 11.3 8.3 7.6 3.5 2.1 0.8 1.3

55~59세 (336) 51.6 16.1 11.5 10.5 6.3 8.1 2.5 2.7 2.1

60~64세 (238) 44.9 20.0 10.0 12.1 6.8 10.7 2.4 1.1 0.9

지역

서울 (202) 49.1 16.9 10.2 8.1 5.9 7.2 2.3 1.2 1.0

인천/경기 (272) 52.5 17.4 9.5 9.1 6.0 7.4 2.3 1.5 1.4

대전/충청 (98) 53.9 15.1 15.7 13.0 11.7 4.9 1.1 0.0 0.7

광주/전라 (102) 53.2 12.0 11.3 8.9 3.0 8.8 0.4 1.8 2.1

〈표 5-3〉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간 의료이용 질환: 8순위까지

  다. 질병 이환 실태 

1) 유병 질환 실태

조사대상자(1,000명)가 지난 3개월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질환(치과, 피부과, 안과 제외)은 ‘고혈압’ 15.1%, ‘허리디스크(요통)’ 

11.1%, 관절염 9.9%, ‘위장질병’ 7.0% 순이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진료이용 경험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 중 3개월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492명) 중에

서는 31.4%가 고혈압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중 1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허리디스크(요통) 22.9%, 관절염 20.6%로 근골격계 질환자가 총 43.5%

를 차지하 으며, 위장질환 14.5%,  당뇨 14.0% 이었다. 

질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평균 1.5개 다(표 5-3, 표 5-4). 



제5장 일차의료에 대한 중고령층의 반응성 165

　 응답자수 없음 고혈압
허리

디스크
(요통)

관절
염증

위장
질병

당뇨 감기
신장
(콩팥)

우울증 
등 

정신과 
질병

대구/경북 (110) 57.5 12.6 9.9 10.0 8.9 5.4 4.5 0.8 0.0

부산/울산/
경남

(171) 50.9 13.6 14.1 11.4 7.4 6.3 3.0 2.8 2.7

강원/제주 (45) 72.7 12.5 5.3 13.4 9.7 5.3 2.0 3.1 3.1

지역규모
동지역 (844) 53.1 15.3 10.5 8.9 6.2 7.1 2.4 1.3 1.6

읍·면지역 (156) 53.5 14.4 14.0 15.6 10.9 4.8 2.1 3.1 0.9

직업
있음 (554) 56.6 14.9 11.8 8.6 8.0 5.1 2.8 1.6 1.1

없음 (446) 48.9 15.5 10.1 11.6 5.7 8.8 1.7 1.5 1.9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468) 57.2 15.7 10.6 8.9 8.2 4.6 2.8 1.4 0.9

이용불가능 (86) 53.6 10.4 18.3 7.4 6.7 7.9 2.8 2.6 2.6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자

(957) 53.9 14.9 11.2 9.7 7.2 6.2 2.3 1.6 1.4

의료급여
수급자

(43) 38.6 19.9 8.0 14.4 2.0 19.0 2.8 0.0 3.1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47.9 18.0 9.3 11.8 1.8 9.9 3.6 0.9 1.0

200~299
만원 이하

(181) 54.6 11.9 7.2 8.7 7.9 5.4 1.5 0.8 2.5

300~499
만원 이하

(239) 53.0 17.1 14.6 11.6 8.6 6.0 2.3 2.3 0.9

500만원 
이상

(217) 53.8 14.5 14.5 7.9 12.6 4.0 2.0 1.7 2.4

모름/무응답 (100) 64.6 10.2 2.8 5.9 2.6 7.3 2.5 2.0 0.0

수입이 없음 (38) 46.3 17.8 19.3 16.5 1.8 13.4 0.0 2.1 1.8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46.4 18.3 12.3 14.8 3.9 9.8 2.7 2.2 1.1

고졸 이하 (325) 56.4 13.1 9.3 7.4 6.2 7.0 1.9 0.7 1.3

대졸 이상 (407) 54.8 15.2 12.3 9.4 9.7 5.3 2.4 2.0 2.0

모름/무응답 (33) 50.9 11.3 4.3 7.5 2.6 0.0 2.4 0.0 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82) 5.0 31.4 22.9 20.6 14.5 14.0 4.8 3.2 3.1

없음 (518) 98.1 0.0 0.0 0.0 0.0 0.0 0.0 0.0 0.0

주: 복수응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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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조사대상자 중 3개월 이내 의료이용자의 평균 보유질환 수 

　
평균 보유질환수

(N=492)

전체 1.46

성별
남자 1.41

여자 1.50

연령

50~54세 1.48

55~59세 1.44

60~64세 1.47

지역

서울 1.42

인천/경기 1.46

대전/충청 1.65

광주/전라 1.26

대구/경북 1.38

부산/울산/경남 1.48

강원/제주 1.93

지역규모
동지역 1.43

읍·면지역 1.62

직업
있음 1.51

없음 1.41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1.49

이용불가능 1.64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1.46

의료급여수급자 1.41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1.36

200~299만원 이하 1.27

300~499만원 이하 1.62

500만원 이상 1.67

모름/ 무응답 1.13

수입이 없음 1.52

최종학력

중졸 이하 1.41

고졸 이하 1.28

대졸 이상 1.67

모름/ 무응답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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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지장을 
받지 
않음

지장 받음

계 (응답자수)
소계

1주 
미만

1~4주 
미만

4~8주 
미만

8주 
이상

전체 67.4 32.6 13.0 8.5 3.4 7.7 100.0 (1,000)

성별
남자 71.5 28.5 11.5 8.7 2.6 5.7 100.0 (500)

여자 63.3 36.7 14.6 8.2 4.2 9.7 100.0 (500)

연령

50~54세 70.4 29.6 13.0 8.1 2.7 5.7 100.0 (426)

55~59세 64.4 35.6 15.1 9.1 3.9 7.6 100.0 (336)

60~64세 66.2 33.8 10.2 8.1 4.0 11.6 100.0 (238)

지역

서울 66.3 33.7 13.8 10.1 2.9 6.9 100.0 (202)

인천/경기 65.0 35.0 16.7 8.9 3.0 6.4 100.0 (272)

대전/충청 63.8 36.2 17.3 4.2 2.3 12.3 100.0 (98)

광주/전라 68.8 31.2 9.6 8.5 4.8 8.3 100.0 (102)

대구/경북 69.7 30.3 11.9 7.2 3.9 7.3 100.0 (110)

부산/울산/경남 68.8 31.2 9.5 9.0 4.9 7.8 100.0 (171)

강원/제주 80.4 19.6 2.0 8.7 0.0 8.9 100.0 (45)

지역규모
동지역 67.1 32.9 13.5 8.2 3.3 7.9 100.0 (844)

읍·면지역 69.2 30.8 10.5 9.8 3.8 6.8 100.0 (156)

직업
있음 67.9 32.1 15.1 9.2 2.4 5.4 100.0 (554)

없음 66.7 33.3 10.5 7.5 4.6 10.7 100.0 (446)

2) 질병으로 인한 일생생활 지장 정도

지난 3개월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대상자는 1,000명 중 492명이었다. 

이들 중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은 경우는 

66.3%(326명)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32.6%이었다. 전체 대상

자 중 일생생활 지장정도는 3개월 중 ‘1주일 미만’이 13.0%로 가장 높았

고, ‘1~4주 미만’(8.5%), ‘8주 이상’(7.7%), ‘4~ 8주 미만’(3.4%) 순이었

다. 일생생활의 지장을 받은 경우는 여성, 근무 중 외래진료가 어려운 직

장인, 의료급여 수급자, 일정한 가구수입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표 5-5). 

〈표 5-5〉 조사대상자의 질병으로 인한 일생생활 지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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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지장을 
받지 
않음

지장 받음

계 (응답자수)
소계

1주 
미만

1~4주 
미만

4~8주 
미만

8주 
이상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69.3 30.7 14.7 8.3 2.5 5.2 100.0 (468)

이용불가능 60.4 39.6 17.3 14.0 1.9 6.4 100.0 (86)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68.6 31.4 12.9 8.3 3.2 7.0 100.0 (957)

의료급여수급자 41.6 58.4 16.2 11.9 7.3 23.0 100.0 (43)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67.0 33.0 9.1 9.0 3.4 11.4 100.0 (224)

200~299만원 이하 70.8 29.2 10.4 7.7 4.7 6.4 100.0 (181)

300~499만원 이하 64.3 35.7 16.3 12.2 1.6 5.6 100.0 (239)

500만원 이상 61.8 38.2 20.4 7.7 4.1 5.9 100.0 (217)

모름/ 무응답 84.8 15.2 4.6 2.8 1.7 6.2 100.0 (100)

수입이 없음 59.3 40.7 7.8 4.4 8.5 20.0 100.0 (38)

최종학력

중졸 이하 68.8 31.2 7.2 6.1 4.3 13.6 100.0 (235)

고졸 이하 70.9 29.1 10.7 9.4 2.4 6.6 100.0 (325)

대졸 이상 63.6 36.4 18.2 9.3 3.3 5.6 100.0 (407)

모름/ 무응답 69.2 30.8 13.6 5.9 7.6 3.7 100.0 (33)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7.6 52.4 17.9 14.9 6.3 13.3 100.0 (492)

없음 85.8 14.2 8.5 2.5 0.6 2.5 100.0 (508)

  라. 단골 의료기관 이용 및 서비스 내용 

1) 단골 의료기관 보유 실태

본 조사대상자의 77.0%는 1개 이상의 단골 의료기관이 있다고 응답했

다. 단골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 고령일수록, 

읍·면지역 보다는 동지역, 3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골 의료기관은 ‘의원’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24.6%, ‘일

반 종합병원’ 13.8%,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 11.1% 순이었다(그

림 5-1, 표5-6). 사전조사 결과, 대상자들은 종합병원에 대해  큰 병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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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대부속병원, 작은 종합병원 또는 일반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조사에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대형 종합병원 또는 의대부속병원과 일반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질의하

다. 

전 계층에서 단골 의료기관으로 ‘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이 많을수록 동지역 거주자가 의원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더 높아 지리적 접근의 편의성이 주된 요인으로 추측된다. 

‘병원’을 단골 의료기관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여성, 의료급여수급자, 

일정한 가구수입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 표에서 지난 3개월간 의료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층은 의원이 단골 

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 병원 31.8%, 대형종합병원 및 의대부

속병원 13.5%, 이외 종합병원 17.1%이었고, 한방병의원 이 11%이었다. 

이들 중 단골 기관이 없는 경우는 7.5%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나름대로 

단골의료기관을 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중고령자의 단골 의료기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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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의원 병원
일반 
종합
병원

대형종합
병원·의대
부속병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및 공공 
의료원

없음

전체 (1,000) 40.4 24.6 13.8 11.1 7.2 4.3 23.0

성별
남자 (500) 39.4 19.6 12.9 11.0 5.5 4.3 27.8

여자 (500) 41.4 29.6 14.7 11.1 8.9 4.3 18.1

연령

50~54세 (426) 36.6 25.8 15.5 10.0 8.2 2.7 27.7

55~59세 (336) 41.7 25.8 11.3 11.5 6.5 3.9 20.5

60~64세 (238) 45.4 20.7 14.4 12.3 6.5 7.6 18.2

지역

서울 (202) 43.8 18.3 13.8 16.4 7.9 3.4 22.4

인천/경기 (272) 35.8 28.3 15.0 13.8 7.9 2.4 20.1

대전/충청 (98) 45.9 30.7 8.5 8.5 11.6 7.2 17.8

광주/전라 (102) 39.0 22.8 16.1 4.0 6.1 4.4 30.1

대구/경북 (110) 39.0 24.3 13.9 8.7 7.2 5.2 24.5

부산/울산/경남 (171) 38.1 26.6 11.8 7.2 4.7 4.5 27.6

강원/제주 (45) 56.3 13.9 21.1 12.4 3.1 9.7 17.4

지역규모
동지역 (844) 41.2 24.9 14.2 11.7 6.7 3.1 21.9

읍·면지역 (156) 36.1 22.9 11.8 7.4 10.2 10.3 29.1

직업
있음 (554) 40.4 20.6 12.0 10.5 7.3 4.3 27.9

없음 (446) 40.3 29.5 16.1 11.7 7.1 4.2 16.9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468) 40.3 19.8 11.8 11.4 7.3 4.5 27.6

이용불가능 (86) 41.4 24.9 12.9 5.6 7.5 3.3 29.2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957) 40.3 24.0 13.8 11.1 7.1 4.3 23.4

의료급여수급자 (43) 42.8 36.6 14.8 9.3 9.3 4.6 13.4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40.8 21.0 10.2 10.5 5.6 5.9 26.3

200~299만원 이하 (181) 44.0 19.7 15.2 11.9 6.3 2.1 22.1

300~499만원 이하 (239) 38.0 23.3 15.6 12.2 9.0 3.3 25.8

500만원 이상 (217) 44.0 27.1 15.7 13.1 8.9 5.2 17.4

모름/ 무응답 (100) 34.1 34.8 9.8 3.8 4.0 4.3 22.6

수입이 없음 (38) 32.2 35.6 17.9 9.9 9.0 5.5 23.3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40.6 29.8 13.4 6.3 5.5 5.6 21.1

고졸 이하 (325) 39.0 23.3 14.4 13.0 5.9 3.1 20.2

대졸 이상 (407) 41.7 22.0 14.2 12.4 9.5 4.6 25.7

모름/ 무응답 (33) 36.9 32.1 7.4 8.9 4.1 2.6 30.4

3개월 내 
진료경혐

있음 (492) 50.8 31.8 17.1 13.5 11.0 6.2 7.5

없음 (508) 30.7 17.8 10.8 8.8 3.7 2.5 37.4

〈표 5-6〉 조사대상 특성별 단골 의료기관 보유 실태

주: 복수응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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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중 진료 받은 주요 질환을 대상으로 단골 의료기관(복수응

답) 보유실태를 파악한 결과, 소화기계 질환자가 단골의료기관을 보유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단골 의료기관수도 평균 2개 기관 보유하고 있

었다. 

단골 의료기관이 의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질환은 소화기

계 질환으로 소화기계 질환자 중 62.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당뇨 

60.8%, 고혈압 52.7% 순이었다. 병원이 단골 기관인 경우는 소화기계 질

환자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자 다

(40.1%). 일반종합병원이 단골기관인 경우도 소화기계 질환자가 33.8%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당뇨환자로 21.9%이었다. 대형종합병원·의

대부속병원이 단골 기관인 경우는 당뇨 환자가 다른 질환자와 비교할 때 

가장 높아 21.0%이었고, 고혈압 환자는 17.3%이었다. 한방 병의원이 단

골기관인 경우는 소화기계 질환자가 가장 높아 22.4%로 나타났다(표 

5-7).

〈표 5-7〉 중고령자의 유병 질환별 단골 의료기관 보유 실태

질환 사례수
단골기관

없음
의원 병원

일반 
종합병원

대형 
종합병원

·의대
부속병원 

보건소 
및 공공 
의료원

한방 
병의원

없음 (508) 37.7 30.6 17.7 10.8 8.9 2.4 3.8

고혈압 (151) 3.3 52.7 29.8 18.8 17.3 9.5 7.9

근골격계질환 (203) 8.5 51.6 40.1 19.6 11.6 7.7 21.6

소화기계질환 (70) 1.8 62.6 41.5 33.8 14.5 15.3 22.4

당뇨 (67) 0.8 60.8 28.5 21.9 21.0 7.1 6.5

기타 (173) 8.7 47.5 30.9 19.2 21.6 6.5 8.8

계 (1,172) 23.0 40.4 24.6 13.8 11.1 4.3 7.2

주: 근골격계 질환은 허리디스크, 관절염, 어깨, 정형외과 질병, 근육통, 골다공증, 목디스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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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골 의료기관의 건강 및 질병 상담서비스 제공 실태

단골 의료기관이 있는 대상자(770명)에 한하여 단골 기관에서의 건강 

및 질병 상담 경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2%가 ‘받았다’(충분히 받

음 32.7%, 받은 편 48.6%)고 응답했으며, 18.8%는 단골 의료기관이지만 

질병상담을 ‘받지 않았다’(전혀 받지않음 2.3%, 받지 않은 편 16.5%)고 

응답하 다(그림 5-2). 

응답자 특성별로 전 계층에서 건강상담 및 질병상담을 받았다는 응답

이 80%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

보다는 남성이, 고령일수록, 가구소득이 없거나 199만원 이하인 집단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성별 및 연령은 건강 및 질병 상담 정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3개월 이내 의료이용 경험자는 단골의료기관에 대한 건강 및 질병상담 

요구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조사결과 단골의료기관의 

건강 및 질병상담 제공정도는 3개월 이내 의료이용 경험여부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표 5-8). 

〔그림 5-2〕 중고령자의 단골 의료기관에서의 건강 및 질병 상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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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충분히 
받았다

받은 
편이었다

받지 않은 
편이었다

전혀 받지 
않았다

계

전체 (770) 32.7 48.6 16.5 2.3 100.0

성별*
남자 (361) 34.9 48.8 15.8 0.6 100.0

여자 (409) 30.7 48.4 17.1 3.8 100.0

연령*

50~54세 (308) 26.1 53.3 17.5 3.1 100.0

55~59세 (267) 33.7 48.0 16.6 1.7 100.0

60~64세 (195) 41.7 41.9 14.7 1.7 100.0

지역

서울 (157) 26.2 53.7 18.4 1.7 100.0

인천/경기 (217) 34.5 49.8 13.7 2.0 100.0

대전/충청 (81) 32.4 50.6 16.0 1.1 100.0

광주/전라 (71) 46.3 37.3 13.5 2.9 100.0

대구/경북 (83) 33.8 40.8 20.3 5.0 100.0

부산/울산/경남 (124) 30.3 49.8 17.8 2.1 100.0

강원/제주 (37) 29.4 50.0 18.8 1.8 100.0

지역규모
동지역 (659) 33.3 47.2 17.2 2.3 100.0

읍·면지역 (111) 28.7 56.7 12.6 2.0 100.0

직업
있음 (400) 29.6 51.9 17.3 1.2 100.0

없음 (370) 36.0 45.0 15.7 3.4 100.0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339) 30.4 50.2 18.2 1.2 100.0

이용불가능 (61) 25.1 61.3 12.2 1.4 100.0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733) 32.4 48.7 16.6 2.2 100.0

의료급여수급자 (37) 37.5 45.3 14.8 2.5 10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165) 39.5 39.1 18.5 2.9 100.0

200~299만원 이하 (141) 30.1 51.5 16.2 2.2 100.0

300~499만원 이하 (177) 26.4 56.2 15.5 1.8 100.0

500만원 이상 (180) 31.6 48.8 16.6 3.0 100.0

모름/ 무응답 (77) 33.2 49.3 16.5 1.0 100.0

수입이 없음 (29) 49.6 38.1 12.3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86) 36.4 44.6 16.6 2.5 100.0

고졸 이하 (259) 32.1 48.7 16.7 2.4 100.0

대졸 이상 (302) 29.6 51.6 16.9 1.9 100.0

모름/ 무응답 (23) 49.5 38.5 8.6 3.4 10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46) 34.1 48.8 15.1 2.0 100.0

없음 (324) 30.7 48.2 18.5 2.6 100.0

〈표 5-8〉 조사대상 특성별 단골 의료기관에서의 건강 및 질병상담 실태

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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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응답자수

전체 31.0 54.6 11.0 3.4 100.0 (1,000)

성별
남자 32.7 51.6 11.7 4.1 100.0 (500)

여자 29.2 57.6 10.4 2.8 100.0 (500)

연령

50~54세 30.6 56.0 8.9 4.5 100.0 (426)

55~59세 31.5 55.4 11.2 1.9 100.0 (336)

60~64세 30.9 50.9 14.6 3.7 100.0 (238)

〈표 5-9〉 조사대상 특성별 주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마. 주치의 필요성 및 상담 지불비용 의사

1) 주치의 지정 필요성 여부 및 불필요 사유

건강 및 질병 상담과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주치의)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5.6%가 ‘필요하다’(매우 31.0%, 그렇다 54.6%)

고 응답했으며, 14.4%는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3.4%, 필

요하지 않다 11.0%)고 응답하 다. 

응답자 중 3개월 이내 의료이용 경험자 중 주치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로 3개월 이내 미경험 집단보다(23.8%) 높게 나타

났다. <표 5-8>에서 실제 이들은 3개월 이내 진료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

해 건강 및 질병 상담을 유의하게 충분히 받고 있지는 않았는데 주치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5-9).     

200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50대 이상 

연령층(48명)의 경우 91.7%로 나타나 본 조사결과보다 다소 높았다(봉승

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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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응답자수

지역

서울 26.4 60.2 10.5 2.9 100.0 (202)

인천/경기 31.6 56.4 9.0 3.0 100.0 (272)

대전/충청 32.7 50.5 13.3 3.5 100.0 (98)

광주/전라 38.8 41.9 11.6 7.7 100.0 (102)

대구/경북 28.0 55.8 14.2 2.0 100.0 (110)

부산/울산/경남 32.7 54.3 9.6 3.4 100.0 (171)

강원/제주 26.8 54.1 16.8 2.2 100.0 (45)

지역규모
동지역 31.1 55.0 10.7 3.1 100.0 (844)

읍·면지역 30.0 52.3 12.6 5.0 100.0 (156)

직업
있음 31.2 54.9 10.7 3.2 100.0 (554)

없음 30.7 54.2 11.4 3.7 100.0 (446)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32.3 53.1 11.1 3.6 100.0 (468)

이용불가능 25.4 64.7 8.6 1.2 100.0 (86)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31.0 54.3 11.2 3.5 100.0 (957)

의료급여수급자 29.9 60.2 7.2 2.8 100.0 (43)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33.7 47.9 14.0 4.4 100.0 (224)

200~299만원 이하 35.8 52.0 8.9 3.4 100.0 (181)

300~499만원 이하 27.5 59.4 10.3 2.8 100.0 (239)

500만원 이상 29.4 60.2 8.1 2.3 100.0 (217)

모름/ 무응답 23.8 53.3 16.2 6.7 100.0 (100)

수입이 없음 41.6 47.1 11.2 0.0 100.0 (38)

최종학력

중졸 이하 32.5 51.6 13.7 2.1 100.0 (235)

고졸 이하 29.9 56.2 8.4 5.5 100.0 (325)

대졸 이상 31.6 55.1 11.1 2.3 100.0 (407)

모름/ 무응답 23.1 53.5 16.4 6.9 100.0 (33)

3개월 내 
진료 경혐*

있음 37.6 53.5 7.6 1.2 100.0 (492)

없음 24.8 55.6 14.2 5.5 100.0 (508)

주: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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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진료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질환별 주치의 필요성을 파악한 

결과, 소화기계 질환자는 9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로 각 93.2%, 92.8%이었다. 전반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진료경험이 있는 질환자들은 90% 이상이 주치의의 필

요성을 제기하 다(표 5-10). 

〈표 5-10〉 중고령자의 유병 질환별 건강관리 주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질환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계(N)

고혈압 93.2  6.8 100.0(151)

근골격계 89.6 10.4 100.0(203)

소화기계 98.8  1.2 100.0( 70)

당뇨 92.8  7.2 100.0( 67)

기타 92.7  7.3 100.0(173)

주: 근골격계 질환은 허리디스크, 관절염증, 어깨, 정형외과 질병, 근육통, 골다공증, 목디스크를 포
함함.

한편,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144명) 그 이유로 '아플 

때 치료와 함께 상담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58.6%)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

하고, 직업이 없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

다. 3개월 이내 진료경험을 한 경우와 진료경험이 없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 다음으로 ‘유능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11.0%), ‘TV등 방송매체와 전문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10.7%), ‘금연, 금주, 운동 등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

서’(10.2%) 순이다(그림 5-3, 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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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아플 때 
치료와 
함께 

상담받을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유능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TV 등 
방송매체 
전문잡지
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금연, 
금주, 

운동 등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두명의 
의사에게 
모든 것을 
상담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비용이 
들어서

없음/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44) 58.6 11.0 10.7 10.2 4.9 0.7 3.8 100.0

성별
남자 (79) 50.3 12.9 10.4 14.3 4.7 1.4 6.0 100.0

여자 (66) 68.4 8.8 11.0 5.4 5.2 0.0 1.2 100.0

연령

50~54세 (57) 63.7 10.4 9.0 4.8 7.7 0.0 4.5 100.0

55~59세 (44) 40.1 13.2 13.8 19.4 4.3 2.4 6.8 100.0

60~64세 (43) 70.6 9.7 9.7 8.1 1.9 0.0 0.0 100.0

지역

서울 (27) 58.0 15.7 3.1 14.0 6.3 0.0 3.0 100.0

인천/경기 (33) 62.2 3.3 8.3 13.2 9.8 0.0 3.3 100.0

대전/충청 (16) 66.1 13.4 0.0 4.8 0.0 6.5 9.1 100.0

광주/전라 (20) 85.3 9.6 5.1 0.0 0.0 0.0 0.0 100.0

대구/경북 (18) 41.8 12.6 23.1 22.5 0.0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22) 45.7 14.7 23.8 0.0 10.1 0.0 5.7 100.0

강원/제주 (9) 38.8 11.7 17.2 22.0 0.0 0.0 10.3 100.0

〈표 5-11〉 조사대상 특성별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그림 5-3〕 중고령자의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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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아플 때 
치료와 
함께 

상담받을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유능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TV 등 
방송매체 
전문잡지
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금연, 
금주, 

운동 등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두명의 
의사에게 
모든 것을 
상담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비용이 
들어서

없음/
모름/
무응답

계

지역규모
동지역 (117) 54.7 12.4 11.3 10.8 6.1 0.0 4.7 100.0

읍·면지역 (28) 75.0 5.4 8.1 7.7 0.0 3.9 0.0 100.0

직업
있음 (77) 54.2 11.7 9.6 14.4 5.7 1.4 3.1 100.0

없음 (67) 63.6 10.3 11.9 5.5 4.1 0.0 4.7 100.0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69) 53.9 13.1 9.2 14.9 3.8 1.6 3.5 100.0

이용불가능 (8) 56.6 0.0 12.7 10.2 20.5 0.0 0.0 100.0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140) 59.0 11.4 10.1 10.5 4.3 0.8 4.0 100.0

의료급여수급자 (4) 45.1 0.0 29.6 0.0 25.3 0.0 0.0 10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41) 60.9 4.9 12.6 11.7 7.9 0.0 2.0 100.0

200~299만원 이하 (22) 66.1 17.8 16.1 0.0 0.0 0.0 0.0 100.0

300~499만원 이하 (31) 39.8 15.3 6.0 22.5 4.2 3.4 8.9 100.0

500만원 이상 (23) 51.3 18.4 17.4 9.1 3.8 0.0 0.0 100.0

모름/ 무응답 (23) 80.3 0.0 3.7 0.0 7.4 0.0 8.6 100.0

수입이 없음 (4) 57.3 23.2 0.0 19.5 0.0 0.0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37) 75.6 4.0 9.8 8.4 2.2 0.0 0.0 100.0

고졸 이하 (45) 62.4 15.6 7.8 9.8 2.4 0.0 1.9 100.0

대졸 이상 (54) 43.1 13.6 13.3 13.3 8.1 2.0 6.6 100.0

모름/ 무응답 (8) 62.7 0.0 13.0 0.0 10.4 0.0 13.9 100.0

3개월 내 
진료 경혐

있음 (43) 59.3 9.2 3.9 13.1 6.7 2.5 5.4 100.0

없음 (102) 58.3 11.8 13.5 9.0 4.2 0.0 3.2 100.0

2) 건강 및 질병 상담 희망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의료소비자의 반응성의 주요소는 ‘서비스 공급 의료인 및 시설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autonomy)’이다. 이에 중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주치

의 근무기관을 파악한 결과,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856명) 중 질병이나 건강증진 상담을 받기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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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이 가장 많아 각각 23.4%, 23.3%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16.7%), ‘일반 종합병원’(15.3%) 순이

었다. 아무 의료기관이나 상관없다는 응답이 14.1%이었으며  보건

소 및 공공의료원으로 응답한 경우는 4.1%이었다. 

조사대상자의 40.4%가 의원을 단골의료기관으로 정하여 이용하고 있

지만 이들 중 23.4%만이 의원을 선호하여 17%는 의원이 아닌 병원을 선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 ‘의원’ 선호도는 60~64세, 월평균 가구소득 

200~299만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병원’ 선호도는 지역규모별

로 읍·면지역 거주자들과 일정한 가구소득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5-4).

〔그림 5-4〕 중고령자의 건강·질병 상담 선호 주치의의 근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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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56, 단위: %)

한편, 반응성의 핵심 구성요소 중의 하나는 ‘즉각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이다. 보건의료 시설은 지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고(거리, 교통

수단, 지형), 환자는 빠른 시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

담이나 치료에 대한 대기시간과 예약대기 시간이 짧아야 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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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

전체 (1000) 84.0 16.0 100.0

성별
남자 (500) 84.2 15.8 100.0

여자 (500) 83.8 16.2 100.0

연령

50~54세 (426) 83.2 16.8 100.0

55~59세 (336) 84.9 15.1 100.0

60~64세 (238) 84.1 15.9 100.0

지역

서울 (202) 85.9 14.1 100.0

인천/경기 (272) 81.6 18.4 100.0

대전/충청 (98) 87.2 12.8 100.0

광주/전라 (102) 79.9 20.1 100.0

대구/경북 (110) 85.4 14.6 100.0

부산/울산/경남 (171) 84.0 16.0 100.0

강원/제주 (45) 88.4 11.6 100.0

지역규모
동지역 (844) 83.7 16.3 100.0

읍·면지역 (156) 85.6 14.4 100.0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이 의원이다. 

[그림 5-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원에서 건강상담서비스를 희망하

는 비율이 23.4%로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나 응답자의 

55.3%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평소 건강관

리를 집 근처 동네 의원 의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가를 별도 

질문하 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0%는 동의하 으며, 16.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 3개월

간 진료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표 5-12).

〈표 5-12〉 조사대상 특성별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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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

직업
있음 (554) 85.8 14.2 100.0

없음 (446) 81.8 18.2 100.0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468) 86.3 13.7 100.0

이용불가능 (86) 83.4 16.6 100.0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957) 84.1 15.9 100.0

의료급여수급자 (43) 82.6 17.4 10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84.1 15.9 100.0

200~299만원 이하 (181) 86.7 13.3 100.0

300~499만원 이하 (239) 82.7 17.3 100.0

500만원 이상 (217) 83.6 16.4 100.0

모름/ 무응답 (100) 82.5 17.5 100.0

수입이 없음 (38) 84.4 15.6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86.0 14.0 100.0

고졸 이하 (325) 82.2 17.8 100.0

대졸 이상 (407) 83.9 16.1 100.0

모름/ 무응답 (33) 88.8 11.2 10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92) 87.2 12.8 100.0

없음 (508) 81.0 19.0 100.0

주: *- p<0.05

의료기관 종별 주치의 선호기관을 파악한 후 의원을 주치의로 지정하

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병원을 당초 주치의로 선정했던 

대상자의 90%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당초 주치의로 선정했

던 대상자의 80%가 집 근처 동네 의원 의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

의하 다(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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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중고령자의 상담 선호 의료기관별 의원 의사 주치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당초 상담 선호
의료기관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동의여부
계(응답자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병원 91.2 8.8 100.0(200)

일반종합병원 77.8 22.2 100.0(131)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 79.7 20.3 100.0(143)

보건소, 공공의료원 79.8 20.2 100.0(35)

한방 병의원 80.7 19.3 100.0(26)

의료기관 무관 94.8 5.2 100.0(121)

동네 의원 의사가 제공하는 건강상담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결

과, ‘첨단 의료장비 및 기기가 적어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항목

에 대해 대상자 중 78.3%가 그렇다고 응답하 고, ‘질병이 악화되면 결

국 치료하지 못하므로’에 대해서는 74.5%가 응답하 다. 다음으로 ‘모든 

진료과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없어서’(전체 대상자 중 67.0%), ‘다른 진료

과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57.7%), ‘의사가 자주 이직하고 의원이 

폐쇄되어 진료기록이 없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므로’(4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반대의견으로, ‘내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 된다’, ‘믿

음이 안 가서’, ‘미리 결정되면 친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 프라이버

시에 속해서’, ‘내가 원하는 곳이 없어서’, ‘한방을 선호해서’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5, 표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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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다른 진료과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첨단 의료장비 및 
기기가 적어

검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렇다 그러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60) 57.7 42.3 78.3 21.7

성별
남자 (79) 64.7 35.3 82.8 17.2

여자 (81) 51.0 49.0 73.9 26.1

연령

50~54세 (71) 60.9 39.1 82.0 18.0

55~59세 (51) 55.7 44.3 79.9 20.1

60~64세 (38) 54.6 45.4 69.1 30.9

지역

서울 (28) 53.6 46.4 75.2 24.8

인천/경기 (50) 53.4 46.6 84.7 15.3

대전/충청 (13) 68.8 31.2 80.0 20.0

광주/전라 (21) 50.9 49.1 65.6 34.4

대구/경북 (16) 70.3 29.7 76.5 23.5

부산/울산/경남 (27) 54.7 45.3 75.5 24.5

강원/제주 (5) 100.0  0.0 100.0  0.0

〔그림 5-5〕 중고령자의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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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치료하지

못하므로

모든진료과를

한번에 이용할 수

없어서

다른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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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것같아서

의사가자주

이직하고

의원이폐쇄되어

진료기록이 없어지거나

관리가 안되므로

종합병원이

더가까워서

내가자주이사를

다녀서 동네에

한곳을 선택할

필요가없어서

(n=160, 단위 : %)

〈표 5-14〉 조사대상 특성별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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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다른 진료과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첨단 의료장비 및 
기기가 적어

검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렇다 그러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역규모
동지역 (137) 56.0 44.0 76.5 23.5

읍·면지역 (22) 68.3 31.7 89.2 10.8

직업
있음 (79) 65.3 34.7 88.9 11.1

없음 (81) 50.5 49.5 68.0 32.0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64) 61.4 38.6 89.0 11.0

이용불가능 (14) 82.6 17.4 88.6 11.4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152) 58.9 41.1 79.1 20.9

의료급여수급자 (8) 33.7 66.3 61.3 38.7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36) 48.1 51.9 82.2 17.8

200~299만원 이하 (24) 55.1 44.9 75.9 24.1

300~499만원 이하 (41) 60.3 39.7 78.0 22.0

500만원 이상 (36) 66.2 33.8 85.3 14.7

모름/ 무응답 (17) 71.3 28.7 80.6 19.4

수입이 없음 (6) 18.2 81.8 18.2 81.8

최종학력

중졸 이하 (33) 62.2 37.8 75.7 24.3

고졸 이하 (58) 44.6 55.4 75.9 24.1

대졸 이상 (65) 68.6 31.4 80.4 19.6

모름/ 무응답 (4) 32.4 67.6 100.0 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62) 55.6 44.4 77.1 22.9

없음 (98) 59.1 40.9 79.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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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조사대상 특성별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계속

　 응답자수

질병이 악화되면 결국 
치료하지 못하므로

종합병원이 더 가까워서

그렇다 그러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60) 74.5 25.5 20.6 79.4

성별
남자 (79) 72.3 27.7 20.2 79.8

여자 (81) 76.7 23.3 21.0 79.0

연령

50~54세 (71) 83.0 17.0 20.0 80.0

55~59세 (51) 78.2 21.8 13.5 86.5

60~64세 (38) 53.6 46.4 31.1 68.9

지역

서울 (28) 78.2 21.8 19.7 80.3

인천/경기 (50) 78.0 22.0 29.4 70.6

대전/충청 (13) 72.0 28.0 39.8 60.2

광주/전라 (21) 58.3 41.7 8.8 91.2

대구/경북 (16) 82.8 17.2 6.2 93.8

부산/울산/경남 (27) 68.1 31.9 17.8 82.2

강원/제주 (5) 100.0 0.0 0.0 100.0

지역규모
동지역 (137) 73.7 26.3 23.0 77.0

읍·면지역 (22) 79.3 20.7 5.5 94.5

직업
있음 (79) 81.0 19.0 14.8 85.2

없음 (81) 68.2 31.8 26.2 73.8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64) 79.4 20.6 15.3 84.7

이용불가능 (14) 88.6 11.4 12.4 87.6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152) 74.6 25.4 20.8 79.2

의료급여수급자 (8) 73.2 26.8 16.0 84.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36) 63.1 36.9 15.0 85.0

200~299만원 이하 (24) 75.3 24.7 20.5 79.5

300~499만원 이하 (41) 76.3 23.7 19.2 80.8

500만원 이상 (36) 85.4 14.6 18.2 81.8

모름/ 무응답 (17) 84.5 15.5 28.9 71.1

수입이 없음 (6) 33.2 66.8 53.1 46.9

최종학력

중졸 이하 (33) 74.2 25.8 31.5 68.5

고졸 이하 (58) 64.7 35.3 22.4 77.6

대졸 이상 (65) 81.9 18.1 11.4 88.6

모름/ 무응답 (4) 100.0 0.0 57.3 42.7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62) 73.8 26.2 16.3 83.7

없음 (98) 75.0 25.0 23.3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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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조사대상 특성별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계속

　
응답자

수

모든 진료과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없어서

의사가 자주 이직하고 의원이 
폐쇄되어 진료기록이 

없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므로

그렇다 그러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60) 67.0 33.0 43.4 56.6

성별
남자 (79) 62.5 37.5 38.8 61.2

여자 (81) 71.3 28.7 47.9 52.1

연령

50~54세 (71) 71.0 29.0 47.0 53.0

55~59세 (51) 69.4 30.6 39.8 60.2

60~64세 (38) 56.0 44.0 41.5 58.5

지역

서울 (28) 59.0 41.0 42.6 57.4

인천/경기 (50) 74.1 25.9 42.9 57.1

대전/충청 (13) 88.8 11.2 34.7 65.3

광주/전라 (21) 44.8 55.2 30.6 69.4

대구/경북 (16) 82.8 17.2 52.4 47.6

부산/울산/경남 (27) 61.9 38.1 51.1 48.9

강원/제주 (5) 54.4 45.6 54.7 45.3

지역규모
동지역 (137) 67.9 32.1 45.3 54.7

읍·면지역 (22) 61.4 38.6 31.5 68.5

직업
예 (79) 64.5 35.5 40.5 59.5

없음 (81) 69.3 30.7 46.2 53.8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64) 67.2 32.8 36.8 63.2

이용불가능 (14) 52.3 47.7 57.1 42.9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152) 66.6 33.4 42.5 57.5

의료급여수급자 (8) 73.2 26.8 61.3 38.7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36) 59.4 40.6 43.0 57.0

200~299만원 이하 (24) 60.2 39.8 43.4 56.6

300~499만원 이하 (41) 64.0 36.0 40.5 59.5

500만원 이상 (36) 74.0 26.0 47.9 52.1

모름/ 무응답 (17) 82.1 17.9 51.8 48.2

수입이 없음 (6) 73.8 26.2 14.1 85.9

최종학력

중졸 이하 (33) 80.4 19.6 60.1 39.9

고졸 이하 (58) 53.6 46.4 42.2 57.8

대졸 이상 (65) 70.2 29.8 36.7 63.3

모름/ 무응답 (4) 100.0 0.0 32.4 67.6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62) 69.4 30.6 39.1 60.9

없음 (98) 65.4 34.6 46.1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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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내가 자주 이사를 다녀서 동네에 
한 곳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 않다

전체 (160) 13.3 86.7

성별
남자 (79) 11.9 88.1

여자 (81) 14.8 85.2

연령

50~54세 (71) 14.8 85.2

55~59세 (51) 12.9 87.1

60~64세 (38) 11.2 88.8

지역

서울 (28) 5.7 94.3

인천/경기 (50) 18.4 81.6

대전/충청 (13) 0.0 100.0

광주/전라 (21) 22.0 78.0

대구/경북 (16) 10.9 89.1

부산/울산/경남 (27) 11.9 88.1

강원/제주 (5) 19.2 80.8

지역규모
동지역 (137) 14.6 85.4

읍·면지역 (22) 5.3 94.7

직업
있음 (79) 10.5 89.5

없음 (81) 16.0 84.0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64) 10.8 89.2

이용불가능 (14) 9.5 90.5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152) 12.7 87.3

의료급여수급자 (8) 26.8 73.2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36) 13.1 86.9

200~299만원 이하 (24) 18.9 81.1

300~499만원 이하 (41) 10.5 89.5

500만원 이상 (36) 7.4 92.6

모름/ 무응답 (17) 11.8 88.2

수입이 없음 (6) 52.3 47.7

최종학력

중졸 이하 (33) 17.3 82.7

고졸 이하 (58) 12.8 87.2

대졸 이상 (65) 10.7 89.3

모름/ 무응답 (4) 32.4 67.6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62) 12.0 88.0

없음 (98) 14.2 85.8

〈표 5-14〉 조사대상 특성별 동네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반대 이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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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

전체 (1,000) 85.8 14.2 100.0

성별
남자 (500) 86.0 14.0 100.0

여자 (500) 85.6 14.4 100.0

연령

50~54세 (426) 85.0 15.0 100.0

55~59세 (336) 88.2 11.8 100.0

60~64세 (238) 83.6 16.4 100.0

지역

서울 (202) 88.6 11.4 100.0

인천/경기 (272) 85.7 14.3 100.0

대전/충청 (98) 85.4 14.6 100.0

광주/전라 (102) 85.2 14.8 100.0

대구/경북 (110) 78.9 21.1 100.0

부산/울산/경남 (171) 86.6 13.4 100.0

강원/제주 (45) 89.2 10.8 100.0

지역규모
동지역 (844) 85.9 14.1 100.0

읍·면지역 (156) 84.9 15.1 100.0

직업
있음 (554) 85.8 14.2 100.0

없음 (446) 85.7 14.3 100.0

〈표 5-15〉 중고령자의 병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한 인식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의원의 제한된 장비와 진료과목의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질병 및 건강 상담을 여러 진료과가 개설된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8%

가 동의했으며, 14.2%는 동의하지 않았다. 

병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 3개월

간 진료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표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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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계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468) 86.5 13.5 100.0

이용불가능 (86) 81.8 18.2 100.0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957) 85.8 14.2 100.0

의료급여수급자 (43) 84.0 16.0 10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87.3 12.7 100.0

200~299만원 이하 (181) 89.4 10.6 100.0

300~499만원 이하 (239) 87.5 12.5 100.0

500만원 이상 (217) 83.1 16.9 100.0

모름/ 무응답 (100) 76.7 23.3 100.0

수입이 없음 (38) 87.4 12.6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85.6 14.4 100.0

고졸 이하 (325) 87.1 12.9 100.0

대졸 이상 (407) 85.4 14.6 100.0

모름/ 무응답 (33) 78.9 21.1 10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92) 88.9 11.1 100.0

없음 (508) 82.8 17.2 100.0

주: *- p<0.05

의료기관 종별 주치의 선호기관을 파악한 후 병원을 주치의로 지정하

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의원을 당초 주치의로 선정했던 

대상자의 90%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당초 주치의로 선정했

던 대상자의 80% 이상이 병원 의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 다

(표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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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의원 병원

일반 
종합
병원

대형 
종합
병원·
의대부
속병원

보건소 
및 

공공 
의료원

한방 
병의원

의료
기관 
관계
없다

계

전체 (856) 23.4 23.3 15.3 16.7 4.1 3.1 14.1 100.0

성별
남자 (421) 23.4 21.1 17.8 17.5 4.4 2.1 13.8 100.0

여자 (434) 23.5 25.6 12.9 15.9 3.7 4.0 14.5 100.0

연령

50~54세 (369) 21.1 24.1 13.7 18.2 4.8 3.2 15.0 100.0

55~59세 (292) 23.4 23.1 14.3 18.8 4.1 2.5 13.9 100.0

60~64세 (195) 27.9 22.3 19.8 10.6 2.7 3.7 13.0 100.0

지역
서울 (175) 23.1 21.3 15.2 19.5 5.3 1.0 14.5 100.0

인천/경기 (239) 21.9 24.9 16.3 15.6 4.6 3.3 13.4 100.0

〈표 5-17〉 중고령자의 건강 및 질병 상담 희망 주치의 근무 의료기관

〈표 5-16〉 중고령자의 상담 선호 의료기관별 병원소속 의사에 대한 주치의 지정 동의여부 

(단위: %)

당초 상담 선호
의료기관 　

병원 소속의사의 주치의 지정 동의여부
계(응답자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의원 90.6 9.4 100.0(200)

일반종합병원 87.8 12.2 100.0(131)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 82.5 17.5 100.0(143)

보건소, 공공의료원 82.2 17.8 100.0( 35)

한방 병의원 84.0 16.0 100.0( 26)

의료기관 무관 90.5  9.5 100.0(121)

한편, 상담받기 희망하는 주치의 담당 진료과는 내과가 75.4%, 가정의

학과 39.3%, 정형외과 20.9%, 신경과 16.2%, 그리고 한의사가 12.9%로 

나타났다(표 5-17, 표 5-18, 그림 5-6).   



제5장 일차의료에 대한 중고령층의 반응성 191

　
응답자

수
의원 병원

일반 
종합
병원

대형 
종합
병원·
의대부
속병원

보건소 
및 

공공 
의료원

한방 
병의원

의료
기관 
관계
없다

계

대전/충청 (82) 33.3 19.8  8.8 18.2 4.2 2.0 13.7 100.0

광주/전라 (82) 15.8 31.5 19.8 14.2 4.3 3.3 11.1 100.0

대구/경북 (92) 24.9 15.0 13.3 21.8 1.1 5.6 18.4 100.0

부산/울산/경남 (149) 18.4 28.6 17.3 14.0 2.2 3.6 15.8 100.0

강원/제주 (36) 46.4 12.0 11.4  9.5 8.8 4.6 7.3 100.0

지역규모
동지역 (727) 24.3 22.8 15.8 16.1 3.6 2.7 14.8 100.0

읍·면지역 (128) 18.6 26.5 12.8 19.8 6.8 5.1 10.3 100.0

직업
있음 (477) 21.8 21.8 14.3 17.7 5.5 3.4 15.5 100.0

없음 (378) 25.4 25.3 16.6 15.3 2.2 2.7 12.5 100.0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400) 21.4 21.8 13.6 17.6 5.8 3.6 16.2 100.0

이용불가능 (77) 24.1 21.9 17.8 18.4 3.9 2.5 11.4 100.0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817) 23.3 23.1 15.6 16.8 4.1 3.1 14.0 100.0

의료급여수급자 (39) 25.2 28.0  9.7 14.5 2.7 2.2 17.7 10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183) 24.0 24.0 16.2 17.6 4.3 2.2 11.7 100.0

200~299만원 이하 (159) 30.3 17.3 19.3 14.6 2.1 5.8 10.6 100.0

300~499만원 이하 (208) 21.7 24.0 13.3 17.7 3.5 3.3 16.5 100.0

500만원 이상 (195) 22.5 23.2 14.4 17.5 5.9 1.9 14.5 100.0

모름/ 무응답 (77) 13.9 28.9 11.2 16.6 4.8 3.4 21.3 100.0

수입이 없음 (34) 25.4 32.0 18.8 10.1 2.7 0.0 11.1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98) 21.6 26.9 18.0 12.9 3.7 4.8 12.0 100.0

고졸 이하 (280) 23.0 22.6 15.9 18.5 4.0 2.4 13.7 100.0

대졸 이상 (353) 25.3 21.3 13.5 17.3 4.6 2.7 15.3 100.0

모름/ 무응답 (25) 16.1 32.5 12.5 17.0 0.0 2.0 19.9 10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39) 23.2 24.7 14.1 17.5 3.0 3.4 14.1 100.0

없음 (416) 23.6 21.9 16.6 15.8 5.1 2.7 1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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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내과

가정 
의학과

정형 
외과

신경과 한의사
일반 
외과

이비 
인후과

정신과
산부 
인과

전체 (856) 75.4 39.3 20.9 16.2 12.9 7.9 5.9 5.7 5.7

성별
남자 (421) 79.0 37.5 18.1 18.8 14.0 10.4 6.3 5.5 0.5

여자 (434) 71.9 41.0 23.5 13.7 11.8 5.5 5.5 5.9 10.8

연령

50~54세 (369) 72.4 41.7 16.1 17.5 14.5 9.2 5.7 6.5 9.0

55~59세 (292) 76.8 40.5 26.3 14.3 12.7 5.5 6.4 5.8 4.2

60~64세 (195) 78.9 32.9 21.7 16.7 10.3 9.3 5.6 4.0 1.7

지역

서울 (175) 75.1 45.8 16.9 13.7 10.3 13.0 7.0 5.0 5.3

인천/경기 (239) 75.6 38.1 22.1 17.8 13.2 5.6 5.8 3.7 7.0

대전/충청 (82) 67.2 37.5 22.8 8.7 20.0 7.1 4.8 13.0 5.8

광주/전라 (82) 70.0 28.3 21.0 24.5 9.0 13.7 3.1 4.8 8.9

대구/경북 (92) 80.9 42.8 17.5 20.0 18.8 1.5 5.9 5.1 1.9

부산/울산/경남 (149) 75.4 35.1 26.1 17.8 9.5 8.2 6.9 6.1 6.0

강원/제주 (36) 91.8 52.8 14.1 0.0 15.3 2.7 5.5 7.5 0.0

지역규모
동지역 (727) 74.7 39.3 20.2 16.4 12.1 8.1 5.8 6.0 6.1

읍·면지역 (128) 79.0 39.0 24.4 15.4 17.4 7.0 6.2 4.0 3.8

직업
있음 (477) 75.7 37.6 18.7 17.5 14.9 9.3 6.0 6.7 4.8

없음 (378) 75.0 41.4 23.7 14.6 10.4 6.2 5.8 4.4 6.8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400) 76.2 39.5 18.8 16.6 15.1 7.6 6.2 6.3 4.9

이용불가능 (77) 73.0 28.0 18.1 21.7 13.6 18.0 4.9 8.4 4.5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817) 76.1 39.7 20.6 15.5 12.7 7.9 5.9 5.9 6.0

의료급여수급자 (39) 60.5 29.7 27.2 30.3 18.1 7.8 6.3 1.3 0.0

〈표 5-18〉 중고령자의 건강 및 질병 상담 희망 진료과목 

〔그림 5-6〕 중고령자의 상담받기 희망하는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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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복수응답건으로 전체 응답자 중 각 진료과에 대한 각 응답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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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피부과 안과 소아과

혈관 
계통

치과
신경 
외과

운동이나 
일반

상식에 
도움이 
되는 

과 의사

보건소
비뇨 
기과

전부 
다

전체 (856) 0.5 0.4 0.4 0.4 0.4 0.3 0.1 0.1 0.1 0.1

성별
남자 (421) 0.5 0.4 0.0 0.5 0.6 0.5 0.2 0.2 0.2 0.0

여자 (434) 0.4 0.4 0.8 0.2 0.2 0.2 0.0 0.0 0.0 0.2

연령

50~54세 (369) 0.2 0.7 0.7 0.0 0.3 0.5 0.0 0.0 0.2 0.3

55~59세 (292) 0.0 0.3 0.3 0.8 0.4 0.0 0.3 0.0 0.0 0.0

60~64세 (195) 1.6 0.0 0.0 0.5 0.4 0.4 0.0 0.5 0.0 0.0

지역

서울 (175) 0.0 0.0 0.0 0.0 0.5 0.0 0.0 0.5 0.0 0.0

인천/경기 (239) 0.4 0.8 1.0 1.0 0.5 1.2 0.0 0.0 0.0 0.4

대전/충청 (82) 1.6 0.0 0.0 0.0 1.6 0.0 0.0 0.0 0.0 0.0

광주/전라 (82) 0.0 0.0 0.0 1.2 0.0 0.0 0.0 0.0 1.1 0.0

대구/경북 (92) 0.0 0.8 0.0 0.0 0.0 0.0 1.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149) 1.1 0.6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36) 0.0 0.0 2.7 0.0 0.0 0.0 0.0 0.0 0.0 0.0

지역규모
동지역 (727) 0.6 0.5 0.5 0.5 0.4 0.4 0.1 0.1 0.1 0.1

읍·면지역 (12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직업
있음 (477) 0.4 0.4 0.2 0.5 0.5 0.2 0.2 0.0 0.0 0.0

없음 (378) 0.6 0.4 0.7 0.3 0.2 0.4 0.0 0.2 0.2 0.2

〈표 5-18〉 중고령자의 건강 및 질병상담 희망 진료과목 - 계속

　
응답자

수
내과

가정 
의학과

정형 
외과

신경과 한의사
일반 
외과

이비 
인후과

정신과
산부 
인과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183) 73.1 31.9 26.5 17.2 12.3 8.9 6.6 5.8 3.6

200~299만원 이하 (159) 84.4 37.7 19.4 10.0 17.7 8.7 4.7 3.1 5.1

300~499만원 이하 (208) 71.5 45.1 15.1 15.2 13.1 9.0 5.0 8.6 9.7

500만원 이상 (195) 72.8 39.6 22.6 22.8 10.1 5.8 7.3 5.8 6.5

모름/ 무응답 (77) 79.9 45.3 14.1 11.3 13.4 7.7 6.6 4.9 2.1

수입이 없음 (34) 73.7 35.6 37.7 20.4 7.5 4.7 3.5 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98) 75.4 29.7 31.7 14.3 12.0 7.4 6.3 3.7 4.7

고졸 이하 (280) 78.8 41.7 18.2 16.3 11.4 8.0 4.5 5.7 5.3

대졸 이상 (353) 73.5 42.7 16.1 17.8 14.3 7.9 6.9 6.9 6.3

모름/ 무응답 (25) 64.0 39.9 31.6 9.2 17.2 10.9 4.2 3.3 9.6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39) 72.3 35.7 25.5 19.0 14.6 7.4 4.8 7.0 4.4

없음 (416) 78.7 43.0 16.0 13.2 11.2 8.5 7.1 4.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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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피부과 안과 소아과

혈관 
계통

치과
신경 
외과

운동이나 
일반

상식에 
도움이 
되는 

과 의사

보건소
비뇨 
기과

전부 
다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400) 0.4 0.2 0.0 0.6 0.6 0.3 0.2 0.0 0.0 0.0

이용불가능 (77) 0.0 1.4 1.3 0.0 0.0 0.0 0.0 0.0 0.0 0.0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817) 0.4 0.4 0.3 0.4 0.4 0.3 0.1 0.0 0.1 0.0

의료급여수급자 (39) 2.6 0.0 2.6 0.0 0.0 0.0 0.0 2.4 0.0 2.4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183) 0.5 0.5 0.5 0.0 0.5 0.5 0.0 0.5 0.0 0.5

200~299만원 이하 (159) 1.3 0.5 0.5 0.0 0.8 0.0 0.0 0.0 0.0 0.0

300~499만원 이하 (208) 0.4 0.4 0.4 0.0 0.0 0.0 0.4 0.0 0.4 0.0

500만원 이상 (195) 0.0 0.5 0.4 0.7 0.6 1.0 0.0 0.0 0.0 0.0

모름/ 무응답 (77) 0.0 0.0 0.0 1.3 0.0 0.0 0.0 0.0 0.0 0.0

수입이 없음 (34) 0.0 0.0 0.0 2.9 0.0 0.0 0.0 0.0 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98) 0.9 0.4 0.0 0.5 0.4 0.4 0.4 0.5 0.0 0.0

고졸 이하 (280) 0.0 0.7 1.0 0.0 0.0 0.0 0.0 0.0 0.0 0.3

대졸 이상 (353) 0.6 0.2 0.2 0.6 0.7 0.5 0.0 0.0 0.3 0.0

모름/ 무응답 (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39) 0.4 0.2 0.4 0.5 0.5 0.4 0.0 0.2 0.2 0.2

없음 (416) 0.5 0.6 0.4 0.2 0.3 0.3 0.2 0.0 0.0 0.0

주: 복수응답건으로 전체 응답자 중 각 진료과에 대한 각 응답비율임.

3) 주치의 상담비용 지불의사 및 지불비용

주치의를 선정하게 된 후 메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이용빈도에 대해 

파악한 결과, ‘특별한 건강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상담을 받겠다‘(43.5%)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 달에 한번’(26.7%), ‘3개월에 한

번’(14.6%), ‘2개월에 한번’(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특별한 건강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응답은 나이가 많

을수록, 읍·면지역, 직업이 없고, 일정한 가구수입이 없거나 적을수록, 학

력수준이 낮을수록, 3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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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2주에
1회

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계
응답
자수

전체 3.6 4.4 1.3 26.7 5.9 14.6 43.5 100.0 (856)

성별
남자 3.8 4.5 1.3 28.4 6.7 15.5 39.8 100.0 (421)

여자 3.4 4.4 1.4 25.1 5.0 13.8 47.0 100.0 (434)

연령

50~54세 3.9 5.6 1.6 26.5 6.8 14.5 41.0 100.0 (369)

55~59세 4.1 3.3 0.4 27.3 6.1 15.4 43.4 100.0 (292)

60~64세 2.2 3.9 2.1 26.2 3.7 13.8 48.2 100.0 (195)

지역

서울 1.4 4.5 1.2 28.8 10.7 16.5 36.8 100.0 (175)

인천/경기 2.9 5.4 1.2 24.9 5.0 13.5 47.2 100.0 (239)

대전/충청 6.6 2.7 0.0 35.8 2.0 15.9 37.0 100.0 (82)

광주/전라 4.7 6.6 1.4 24.1 2.2 9.2 51.8 100.0 (82)

대구/경북 3.0 1.1 4.6 24.2 7.5 17.2 42.4 100.0 (92)

부산/울산/경남 5.2 4.1 0.6 23.7 4.2 13.7 48.5 100.0 (149)

강원/제주 3.8 7.1 0.0 33.0 7.6 20.0 28.5 100.0 (36)

지역규모
동지역 4.0 4.7 0.9 26.8 6.1 15.6 41.9 100.0 (727)

읍·면지역 1.1 3.0 3.4 26.5 4.3 9.3 52.4 100.0 (128)

직업
있음 4.3 4.8 2.0 27.1 7.0 15.4 39.4 100.0 (477)

없음 2.7 4.0 0.5 26.2 4.4 13.7 48.5 100.0 (378)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3.8 4.8 2.1 28.8 7.7 13.9 38.9 100.0 (400)

이용불가능 6.9 4.9 1.1 18.2 3.3 23.3 42.2 100.0 (77)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3.6 4.4 1.3 26.5 5.8 14.9 43.6 100.0 (817)

의료급여수급자 3.3 5.8 2.6 32.0 7.7 8.9 39.8 100.0 (39)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1.9 4.0 1.7 28.5 4.2 11.3 48.5 100.0 (183)

200~299만원 이하 4.9 3.8 0.0 24.9 3.5 13.3 49.6 100.0 (159)

300~499만원 이하 3.8 3.8 2.9 25.8 10.9 15.9 37.0 100.0 (208)

500만원 이상 4.3 7.2 1.2 32.3 5.5 15.6 33.9 100.0 (195)

모름/ 무응답 2.3 1.1 0.0 20.9 3.4 17.0 55.3 100.0 (77)

수입이 없음 3.8 6.0 0.0 12.7 2.3 20.4 54.8 100.0 (34)

최종학력

중졸 이하 2.8 4.5 1.1 23.5 1.7 12.2 54.1 100.0 (198)

고졸 이하 3.9 2.6 0.7 26.9 8.3 16.0 41.6 100.0 (280)

대졸 이상 4.0 6.2 2.0 28.2 6.6 15.0 37.9 100.0 (353)

모름/ 무응답 0.0 0.0 0.0 29.1 0.0 13.5 57.5 100.0 (25)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6 5.9 2.3 32.4 5.7 12.0 37.0 100.0 (439)

없음 2.5 2.9 0.2 20.7 6.0 17.4 50.3 100.0 (416)

〈표 5-19〉 중고령자의 주치의와의 건강 및 질병 상담 예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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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치료목적 이외의 질병 및 건강 상담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를 파

악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상담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일차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상담 및 예방서비스에 대

해 비용 지불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행위별수가제를 활용한 

지불방식으로는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비용 지불의사는 조사대상 중고령층의 성, 연령, 직업과 3개월 이내 의

료이용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진료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비

율을 보 다(p<0.05)(표 5-20)

지불의사가 있는 대상자들(600명)이 지불하겠다는 최소비용은 3개월

간 평균 21,238원으로 나타났다. 1~2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1만원 미만 17.3%, 3~4만원 미만 16.9%, 5만원 이상 

12.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

고, 근무 중 병원외래이용이 가능하고,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지불비용이 높게 나타났다(표 5-21). 

2004년 20세 이상 성인남녀(865명)의 주치의 등록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28.1%가 3개월에 4만원(연간 12만원)이 적절하

다고 응답하 고 그 다음으로 12,500원 및 62,500원(각각 22.5%) 순으

로 파악되어(봉승원, 2006) 본 조사대상자인 중고령자들의 비용지불의사

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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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있음 없음 계

전체 (1000) 60.0 40.0 100.0

성별*
남자 (500) 65.3 34.7 100.0

여자 (500) 54.7 45.3 100.0

연령*

50~54세 (426) 64.3 35.7 100.0

55~59세 (336) 60.7 39.3 100.0

60~64세 (238) 51.2 48.8 100.0

지역

서울 (202) 65.2 34.8 100.0

인천/경기 (272) 63.2 36.8 100.0

대전/충청 (98) 57.9 42.1 100.0

광주/전라 (102) 49.2 50.8 100.0

대구/경북 (110) 63.8 36.2 100.0

부산/울산/경남 (171) 53.4 46.6 100.0

강원/제주 (45) 61.9 38.1 100.0

지역규모
동지역 (844) 60.4 39.6 100.0

읍·면지역 (156) 57.7 42.3 100.0

직업*
있음 (554) 64.4 35.6 100.0

없음 (446) 54.5 45.5 100.0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468) 65.7 34.3 100.0

이용불가능 (86) 57.4 42.6 100.0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957) 60.0 40.0 100.0

의료급여수급자 (43) 60.2 39.8 10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44.8 55.2 100.0

200~299만원 이하 (181) 63.0 37.0 100.0

300~499만원 이하 (239) 65.4 34.6 100.0

500만원 이상 (217) 74.1 25.9 100.0

모름/ 무응답 (100) 46.1 53.9 100.0

수입이 없음 (38) 56.9 43.1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47.0 53.0 100.0

고졸 이하 (325) 59.9 40.1 100.0

대졸 이상 (407) 69.3 30.7 100.0

모름/ 무응답 (33) 38.0 62.0 10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92) 62.0 38.0 100.0

없음 (508) 58.1 41.9 100.0

〈표 5-20〉 중고령자의 치료목적 이외의 질병 및 건강 상담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

주: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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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원)

1만원
미만

1-2
만원
미만

2-3
만원
미만

3-4
만원미

만

4-5
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필요
할 때
마다 
부담 

모르
겠다

계

비용
지불
의사

응답자
수

전체 21,238 17.3 33.2 7.1 16.9 1.2 12.7 0.4 11.2 100.0 (600)

성별
남자 22,327 14.9 31.0 6.9 20.2 1.7 13.1 0.0 12.2 100.0 (326)

여자 19,969 20.2 35.8 7.4 12.8 0.6 12.1 0.9 10.0 100.0 (273)

연령

50~54세 23,648 14.0 34.5 6.8 20.3 1.5 14.8 0.0  8.0 100.0 (274)

55~59세 19,519 21.0 30.1 9.5 14.4 0.5 12.2 1.2 11.1 100.0 (204)

60~64세 18,063 18.8 35.3 3.7 13.2 1.7 8.6 0.0 18.7 100.0 (122)

지역

서울 24,392 17.0 27.3 10.5 17.0 2.5 16.0 0.0 9.8 100.0 (132)

인천/경기 20,273 16.1 36.6 7.1 16.2 0.5 11.1 1.4 11.0 100.0 (172)

대전/충청 20,918 23.9 25.7 6.4 16.0 1.8 13.4 0.0 12.8 100.0 (57)

광주/전라 23,640 12.5 31.9 4.8 23.7 1.6 11.6 0.0 14.0 100.0 (50)

대구/경북 18,863 18.9 38.5 4.8 18.3 0.0 13.1 0.0 6.2 100.0 (70)

부산/울산/경남 19,475 21.8 34.0 4.5 14.0 1.3 11.4 0.0 12.9 100.0 (91)

강원/제주 20,110  3.2 41.3 11.7 15.7 0.0 9.9 0.0 18.1 100.0 (28)

지역규
모

동지역 21,718 18.6 30.9 8.1 15.6 1.2 13.9 0.0 11.8 100.0 (510)

읍·면지역 18,607 10.4 46.0 1.5 24.0 1.3 6.0 2.7 8.1 100.0 (90)

직업
있음 23,169 14.6 29.3 8.4 20.6 1.8 13.8 0.7 10.7 100.0 (357)

없음 18,370 21.3 38.9 5.3 11.3 0.4 11.0 0.0 11.9 100.0 (243)

근무중
병원외
래이용

이용가능 23,732 14.3 28.5 7.5 22.5 1.8 14.5 0.8 10.3 100.0 (308)

이용불가능 19,599 16.8 34.5 14.0 9.3 1.7 10.0 0.0 13.7 100.0 (49)

건강보
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21,226 17.4 32.9 7.1 17.2 1.2 12.4 0.4 11.2 100.0 (574)

의료급여수급자 21,488 15.7 38.9 7.1 10.1 0.0 17.7 0.0 10.5 100.0 (26)

〈표 5-21〉 중고령자의 주치의의 건강·질병 상담에 대한 최소 지불비용: 3개월 기준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 규모별

로 동지역, 직업이 있고, 근무중 병원외래이용이 가능하고,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3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집

단에서 상대적으로 지불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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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원)

1만원
미만

1-2
만원
미만

2-3
만원
미만

3-4
만원미

만

4-5
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필요
할 때
마다 
부담 

모르
겠다

계

비용
지불
의사

응답자
수

월 가구
수입

199만원 이하 17,557 24.4 34.5 4.2 12.8 1.0 8.4 0.0 14.7 100.0 (100)

200~299만원 이하19,491 17.2 34.7 4.9 15.6 0.0 11.4 2.1 14.0 100.0 (114)

300~499만원 이하23,447 13.2 37.2 11.1 16.5 2.1 15.0 0.0 5.0 100.0 (156)

500만원 이상 24,774 14.5 25.5 9.7 24.0 1.8 17.1 0.0 7.5 100.0 (161)

모름/ 무응답 13,111 27.4 36.7 0.0 5.9 0.0 4.6 0.0 25.4 100.0 (46)

수입이 없음 16,330 15.3 39.2 0.0 15.6 0.0 7.2 0.0 22.7 100.0 (2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271 25.8 36.9 5.5 5.7 1.1 7.6 0.0 17.3 100.0 (111)

고졸 이하 19,908 20.3 32.8 8.2 16.2 1.4 10.2 0.0 10.9 100.0 (195)

대졸 이상 24,669 11.8 31.7 7.3 22.5 1.1 16.9 0.9 7.9 100.0 (282)

무응답  8,510 21.3 41.0 0.0 0.0 0.0 0.0 0.0 37.7 100.0 (13)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23,251 15.8 30.1 7.3 20.1 0.0 17.1 0.0 9.6 100.0 (299)

없음 19,204 18.9 36.3 6.9 13.7 2.4 8.3 0.8 12.8 100.0 (301)

  바. 주치의와의 첫 접촉 및 조정기능에 대한 인식

1) 무료 건강상담 주치의와의 첫 접촉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의원 및 병원 중심의 주치의 제도를 가정하여 대상자가 

질병 발생시 제일 먼저 주치의가 근무하는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것인

지에 대해 파악하 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 또는 병원

의 2개 진료과의 전담 주치의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평소 무료로 상

담을 받다가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아프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 을 

때 전담 주치의를 먼저 방문할 것인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전체 응답

자 중 60.1%는 ‘먼저 찾아 갈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질병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것이다’ 36.6%, ‘ 다른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가 3.3%로 

나타났다. 2개 진료과목의 병의원 전문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하 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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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먼저 찾아갈 
것이다

다른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

계 응답자수

전체 36.6 60.1 3.3 100.0 (1,000)

성별
남자 32.7 64.0 3.4 100.0 (500)

여자 40.5 56.3 3.3 100.0 (500)

연령

50~54세 37.8 59.5 2.7 100.0 (426)

55~59세 32.8 63.7 3.5 100.0 (336)

60~64세 39.5 56.2 4.3 100.0 (238)

지역

서울 41.7 53.4 4.9 100.0 (202)

인천/경기 34.0 64.1 1.9 100.0 (272)

대전/충청 36.4 61.0 2.6 100.0 (98)

광주/전라 28.3 66.7 5.0 100.0 (102)

대구/경북 41.0 55.0 4.0 100.0 (110)

부산/울산/경남 34.5 63.3 2.2 100.0 (171)

강원/제주 44.8 50.0 5.2 100.0 (45)

지역규모
동지역 37.9 58.6 3.5 100.0 (844)

읍·면지역 29.2 68.3 2.5 100.0 (156)

직업
있음 33.9 63.4 2.7 100.0 (554)

없음 39.8 56.0 4.2 100.0 (446)

〈표 5-22〉 중고령자의 질병발생시 무료상담 주치의와의 첫 접촉의사

불구하고 3명 중 1명은 질병관련 해당 전문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고 응답

하여 일차의료의 속성인 첫 접촉 의사의 문지기 기능의 실행이 현실적으

로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먼저 찾아갈 것이다’는 응

답은 남성, 읍·면지역, 직장에서 병원외래이용이 가능한 집단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의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것이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직

장에서 병원 외래이용이 불가능한 직장인과,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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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먼저 찾아갈 
것이다

다른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

계 응답자수

근무중
병원외래이용

이용가능 30.4 67.0 2.5 100.0 (468)

이용불가능 53.1 43.3 3.5 100.0 (86)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자 37.0 59.9 3.1 100.0 (957)

의료급여수급자 26.5 64.9 8.6 100.0 (43)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41.0 55.3 3.7 100.0 (224)

200~299만원 이하 35.8 61.8 2.4 100.0 (181)

300~499만원 이하 38.5 58.3 3.2 100.0 (239)

500만원 이상 30.6 65.5 3.9 100.0 (217)

모름/ 무응답 37.5 58.8 3.6 100.0 (100)

수입이 없음 33.6 64.2 2.2 100.0 (38)

최종학력

중졸 이하 33.3 63.4 3.3 100.0 (235)

고졸 이하 39.3 56.0 4.7 100.0 (325)

대졸 이상 35.5 62.5 2.0 100.0 (407)

모름/ 무응답 46.1 47.7 6.2 100.0 (33)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37.1 61.0 1.9 100.0 (492)

없음 36.0 59.3 4.7 100.0 (508)

 

2) 주치의의 조정기능에 대한 수용성

질병 및 건강에 대해 상담을 받았던 전담 주치의가 질병치료 방식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를 제안할 경우, 주치의의 진료안내를 수

용할 지에 대해, 86.0%는 ‘상의하여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고 답했으며, 

14.0%는 ‘상의하여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대부분 다른 병원을 찾아 갈 

것이다’고 응답하 다(표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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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여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

상의하여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고 대부분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갈 것이다

계 (응답자수)

전체 86.0 14.0 100.0 (967)

성별
남자 87.1 12.9 100.0 (483)

여자 84.9 15.1 100.0 (484)

연령

50~54세 85.4 14.6 100.0 (415)

55~59세 86.8 13.2 100.0 (324)

60~64세 86.0 14.0 100.0 (228)

지역

서울 86.1 13.9 100.0 (192)

인천/경기 86.8 13.2 100.0 (267)

대전/충청 83.4 16.6 100.0 (95)

광주/전라 85.3 14.7 100.0 (97)

대구/경북 85.1 14.9 100.0 (106)

부산/울산/경남 87.4 12.6 100.0 (167)

강원/제주 85.3 14.7 100.0 (43)

지역규모
동지역 85.9 14.1 100.0 (814)

읍·면지역 86.4 13.6 100.0 (152)

직업
있음 85.9 14.1 100.0 (539)

없음 86.2 13.8 100.0 (427)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87.5 12.5 100.0 (457)

이용불가능 76.9 23.1 100.0 (83)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가입자 85.7 14.3 100.0 (927)

의료급여수급자 92.5 7.5 100.0 (4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89.5 10.5 100.0 (216)

200~299만원 이하 90.0 10.0 100.0 (177)

300~499만원 이하 80.4 19.6 100.0 (231)

500만원 이상 87.0 13.0 100.0 (209)

모름/ 무응답 80.1 19.9 100.0 (96)

수입이 없음 91.7 8.3 100.0 (38)

최종학력

중졸 이하 89.8 10.2 100.0 (227)

고졸 이하 86.5 13.5 100.0 (310)

대졸 이상 83.6 16.4 100.0 (399)

모름/ 무응답 84.2 15.8 100.0 (31)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85.9 14.1 100.0 (473)

없음 86.1 13.9 100.0 (494)

〈표 5-23〉 조사대상 특성별 주치의 조정기능에 대한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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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질병 발생 시 주치의를 먼저 찾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전문 진

료과 의사(명의)를 찾아가기 위해’(39.9%), ‘중한 질병이나 상태는 어차

피 치료하지 못하므로’(39.2%), ‘첨단 의료장비 및 기기가 많은 시설을 

찾아가려고’(2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질병 발생 시 우선고

려 의료기관은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63.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종합병원’(26.9%), ‘한방 병의원’(7.6%), ‘보건소 및 공공 

의료원’(2.0%) 순이었다.

  사. 중고령자의 주치의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 중고령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주치의를 지정하는데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인구학적 특성

으로는 성, 연령, 소득, 교육수준을 포함하 으며, 건강보장 형태는 건강

보험과 의료급여, 거주지역은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하여 고려하 다. 

어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일상적으로 상담 받기를 원하는가

를 조사하 으며, 의원, 병원, 일반 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

원,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 한방병의원, 의료기관 무관 중에서 선택하도

록 하 다. 로지스틱 분석의 종속변수에는 의원과 기타 의료기관, 병원과 

기타의료기관, 종합병원(일반 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과 기

타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을 검토하 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의원이나 병원 근무 의사

의 주치의 지정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종합병원 근무의

사를 주치의로 지정 선호도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여자보다 

남자가 종합병원을 선호할 확률이 1.472배 높았다(표 5-24, 표 5-25, 표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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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이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의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동의 여부

OR 95% 신뢰구간

성
남자 0.860 (0.606-1.220)

여자 1

연령

60-64세 1.490 (0.937-2.370)

55-59세 1.141 (0.756-1.720)

50-54세 1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1.071 (0.373-3.081)

500 ~ 600만원 미만 1.037 (0.369-2.913)

400 ~ 500만원 미만 1.028 (0.367-2.876)

300 ~ 400만원 미만 1.018 (0.367-2.818)

200 ~ 300만원 미만 1.752 (0.675-4.546)

200만원 미만 1.357 (0.544-3.385)

수입 없음 1

교육

대학원졸 이상 2.117 (0.816-5.490)

대졸이상 1.783 (0.887-3.584)

고졸이하 1.251 (0.652-2.399)

중졸이하 1.099 (0.536-2.254)

초졸이하 1

건강보험
보험 0.817 (0.377-1.770)

급여 1

거주지역
동지역 1.410 (0.705-2.821)

읍·면 지역 1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0.936 (0.664-1.318)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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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이 병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병원 의사의 주치의 지정 동의 여부

OR 95% 신뢰구간

성
남자 0.787 (0.546-1.133)

여자

연령

60-64세 0.852 (0.521-1.393)

55-59세 0.814 (0.535-1.238)

50-54세

소득

600만원 이상 0.683 (0.254-1.836)

500 ~ 600만원 미만 0.976 (0.383-2.488)

400 ~ 500만원 미만 0.938 (0.370-2.377)

300 ~ 400만원 미만 0.482 (0.186-1.249)

200 ~ 300만원 미만 0.503 (0.207-1.220)

200만원 미만 0.686 (0.304-1.550)

수입 없음

교육

대학원졸 이상 0.458 (0.142-1.473)

대졸이상 1.048 (0.512-2.146)

고졸이하 1.113 (0.574-2.159)

중졸이하 1.644 (0.816-3.309)

초졸이하

건강보험
보험 1.009 (0.462-2.203)

급여

거주지
동지역 0.688 (0.368-1.288)

읍·면 지역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1.382 (0.968-1.972)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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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이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 의사의 주치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의사의 주치의 지정 동의 여부

OR 95% 신뢰구간

성
남자 1.465 (1.065-2.014)

여자

연령

60-64세 0.979 (0.633-1.515)

55-59세 1.274 (0.879-1.846)

50-54세

소득

600만원 이상 0.689 (0.266-1.784)

500 ~ 600만원 미만 0.937 (0.377-2.230)

400 ~ 500만원 미만 0.902 (0.364-2.235)

300 ~ 400만원 미만 1.123 (0.463-2.728)

200 ~ 300만원 미만 0.895 (0.384-2.084)

200만원 미만 1.077 (0.485-2.393)

수입 없음

교육

대학원졸 이상 1.205 (0.512-2.836)

대졸이상 0.657 (0.351-1.228)

고졸이하 0.879 (0.496-1.558)

중졸이하 0.725 (0.383-1.371)

초졸이하

건강보험
보험 1.512 (0.705-3.245)

급여

거주지역
동지역 1.347 (0.731-2.482)

읍·면 지역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0.909 (0.664-1.245)

없음 1

주: 종합병원에는 일반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의대부속병원을 포함함.



제6장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1. 기본방향

2. 표준 일차의료기관 운용 모형





1. 기본방향 

모든 보건의료체계에는 두 가지의 주요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질병의 원

인 진단 및 치료,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최선의 의학 지식을 인구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보건수준을 최상의 상태로 향상시키는 

것이다(효율성). 다른 하나는 건강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리(right to 

health)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불평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형평성).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는 이 두 가지 목적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보

다 전문화, 세분화되고, 몇몇 특수 질환의 치료에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의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

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핵심은 인구집단의 

건강문제의 대부분(70%)은 세분화된 전문의 치료를 요하는 문제가 아닌 

일상적이고 흔한 건강문제인데 전문의는 이러한 건강문제를 다루는데 적

합한 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의 서비스는 흔하고 가벼운 질환을 관

리하는 기본 의료보다는, 보다 희귀하고 중한 질병의 치료에 관심을 두려

는 욕구가 크다. 

최근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질환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보다 비용효과적이다. 현재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는 

이런 비용효과적 의료체계의 구축과는 다른 방향인 치료 중심의 의료체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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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간다는 점, 또한 이들 질환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독 한명의 

전문의로 관리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여러 전문의를 찾아다녀야 

함에 따라 중복과 낭비가 초래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

문의에게도 불합리성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즉, 과도한 전문

의 인력의 양성, 배출로 전문의들이 일차의료현장에서 개원을 하게 되고, 

이들은 그들이 수련받은 것과는 거리가 있는 질환들을 진료하게 됨으로

써 교육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가진다. 치료

가 어려운 중한 질환은 그만큼 발생률과 유병률이 낮으므로 이런 질환에 

관심이 많은 전문 의료시설은 대도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일차의료는 전문화된 의료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보건의료서

비스의 기본 목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본주의적 의

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체계이다. 일차의료는 지역사회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건강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수준과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은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에 대부분 맡겨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적 팽창과 질적인 성장

을 이룩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의료 제공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도전을 받아 왔다. 전 국민건강보

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낮은 수가의 지불보상체계와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이

해당사자들로부터의 반대와 갈등을 초래하여 왔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구도 속에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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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관은 자연 도태되는 구조로 변모하여 왔다. 

한편, 의료 이용자인 국민들은 언제든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이

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호하는 병원과 의사를 자유롭게 찾아다

닐 수 있는 체계이다.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그 개념조차 알지 못하기 때

문에 모든 의료기관내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사실상 최초접촉 진료를 담

당하고 있고, 의료서비스들이 분절화 되어 있다.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질병 발생으로 인한 의학적 요인과 �인구

학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사회계층, 교육수준, 직업, 소득, 인구 대

비 의사비율 등)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외 �의사의 진료행태 및 지속관리 

책임감, 의료인 간 환자 건강정보의 공유 등 의료체계 요인은 의료이용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Anderson, 1995).

최근에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건강 고위험 계층들은 자유로운 의료이용 체계하에서 의료 정보

의 비대칭적 특성 때문에 대형종합병원을 제한없이 이용하는 등 ‘의사장

보기’를 통해 의료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곧, 노인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한 자율적 의료이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

이며, 앞서 제 3장에서 파악한 선진국의 일차의료 발전경험이 그 대안의 

하나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차의료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

서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인력과 기관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2장과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이론적인 

일차의료 개념만 존재할 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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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일차의료의 개념과 제3장에서 

파악한 선진국에서 발전되어 온 일차의료의 속성을 반 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인적, 물적,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상자의 기대에 부응

하는 의료이용 체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을 설정하

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일차의료의 속성에 준할 때 일차의료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가정의학과 의원을 포함한 전문진료과 의원과 병원의 전문의사

를 첫 접촉하므로 Lamarche 분류방식 중에서는 ‘전문가 접촉모형’에 가

깝다. 또한 Bourgueil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체계화되지 않은 전문가중

심 모형’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고령자의 건강문제는 

본 조사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

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차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운 의 핵

심은 바로 이들 속성의 구현 및 지속유지에 있다. 따라서 첫째, 표준 일차

의료기관의 모형은 지역사회 통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조

정기능 모형(Lamarche 분류방식 기준)’과 ‘체계적 전문가 중심 모형

(Bourgueil의 분류기준)’으로 기능하도록 구축한다. 이 모형은 인구의 고

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이 변화를 모색

하여 취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둘째, 일차의료를 실현가능한 모형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 주 핵심 수요층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만

성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일차의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형평을 이루게 하는 대상층을 선정하여 반응성 높은 일차의

료체계를(responsive system) 구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강점이 부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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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서비스 대상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가 하나의 시설에

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지리

적, 경제적, 의료적 장애 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지역사

회에 기반하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즉, 일차의료기

관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건강필요도에 따라 지역 자원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다.  

넷째, 진료비 지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의료 자원의 

배분과 이용행태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공적 의

료보장체계에서 진료비 지불은 적정한 보상과 함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의료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의료 부문에 대한 지불보상체계는 일차의료의 속성이 가장 잘 구

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구조를 갖추고, 일차의료가 제공되는 방식(서

비스 구성, 서비스 제공 조직의 형태와 구조)에 부합하며, 일차의료서비

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다섯째, 표준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뢰 및 회송체계는 일차의료 성공의 핵심이다. 2차, 3차 진료기능을 수

행하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간의 정책에서 보았듯이 일차의료는 그 속성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병원과의 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윈-윈

(win-win)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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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일차의료기관 운용 모형 

  가. 일차의료 대상

1) 주 등록·관리 대상자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인구계층은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

인은 전체인구의 11%(2010년)이면서 2011년 국민 전체 진료비의 

33.3%를 차지하 고 전년도 대비 8.8% 증가하 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인해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노인이 전 인구의 32.5%를 하고 있

어(통계청, 2013) 만성질환의 부담증가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

다. 

고령화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한 장기적인 높은 비용부담

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쉽게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50대 연령층에서는 68.7%가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에서는 83.7%, 70대 이상에서는 

91.3%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정 호, 2011). 따라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요인 예방 및 조기 발견, 만성질환으로의 이행 

최소화, 그리고 복합 만성질환 치료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건강 위험요인은 노인 이전의 연령

대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인자로 알려진 생활습관과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에의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4-1], [그

림 4-5], [그림 4-6]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만성질환 고위험군은 50대 연

령층에서 뚜렷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 시기부터 건강 잠재력

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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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50∼64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차의료에 대한 

반응성과 주치의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일차의료의 속성인 지속성

과 포괄성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차의료는 건강 고위험 요인

의 예방뿐 아니라 복합질환을 포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조정해 주

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이에 일차의료 도입 초기에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노인을 일차적인 

목표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일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주치의를 선정, 등록하여 관리 받을 수 있

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1개 범주에 속하는 만성질환자로 진단된 

30세 이상 성인이 원할 경우,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여 관리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2) 등록·관리 대상자 규모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적 기전이 주치의 제도이다. 주

치의 제도는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고 의료자원을 합리적으

로 배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일차

의료의사가 관리하는 대상자수를 무한정으로 등록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차의료의사에게 적정규모의 대상자를 배정하게 되면 의사는 진료 전

에 담당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 치료뿐 아니라 

예방 상담 등 관리의 지속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임상성과가 향상된다

(Ettner, 1999). 또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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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상호 만족도가 증가된다. 이는 곧 대

상자와 지속적인 관계에 놓이게 하여 의사에게 책임감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Lewandowski et al, 2006).

국에서 일차의료의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1,567명이며, 

네덜란드는 2,300명이다(민혜 , 2009). 미국에서 일차의료의사가 담당

하는 환자수는 약 2,300명이다(Alexander et al., 2005). 그러나 

Yarnall 등(2009)은  인구 2,500명을 대상으로 권장되는 급성·만성 및 

예방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사가 하루에 21.7시간 

근무해야 한다고 추정하 다(Yarnall et al., 2009). Group Health 

Cooperative of Puget Sound는 미국 일차의료의 혁신적 모형의 성공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데, 모형 실행 전 일차의료의사 등록환자 규모가 

2,300명이었으나, 실행 후 약 1,800명으로 감소되었다(Reid et al., 

2010). 이와 같이 선진국의 일차의료의사가 담당하는 대상자수는 1,500

∼2,300명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일차의료의사의 이상적인 담당 환자수

를 1,947명으로 추정하고 있다(Altschuler et al., 2012). 

앞서 우리나라 일차의료 도입초기의 등록대상 계층을 건강·질병관리

의 필요성이 높은 중고령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과 의사의 근무시간

(1일 10시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일차의료의사 1인당 등록대상자수는 

1,7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일차의료 등록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중고령자(50-64세)는 

2013년 10월 기준 10,495천명이며, 노인인구는 6,209천명으로 총 등록

관리 대상자수는 최대 16,704천명이다(통계청, 2013). 또한 보건복지부

가 지정한 11개 만성질환자 중 30∼49세 연령층의 고혈압 환자(5,211천

명)와 당뇨환자(1,776천명)까지 포함하면3) 총 23,691천명으로 추산된

3)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보유한 환자(3% 추정)를 고려하면 두 질환자를 산술적으로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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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을 관리할 일차의료 인력수를 산출하면(의사 1인당 등록대상자 

수를 1,700명 이하로 제한), 13,936명으로 추정된다(주치의 등록 관리는 

대상자 자율이므로 50세 이상 전 연령층과 30∼49세 고혈압 및 당뇨환

자가 모두 등록한다는 전제이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환자를 제외할 때 

실 등록 환자수는 이보다 적을 것임). 

  나. 일차의료기관의 구조

 1) 위치: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병원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일

차보건의료의 핵심 부분이다. 지역사회 지향성(community ori-

entation)은 일차의료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속성(WONCA Europe, 

2005)들 중의 하나이다.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지향성은 의료인들이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건강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결정요인들을 인식하고 다룰 수 있게 해준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일차의료가 지역사회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질병

의 인식, 예방, 관리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Starfield, 1998). 지역사

회 맥락이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구체화시

키는 일차의료의 모형을 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라 일컫

는다(Williams, 2004). Starfield의 제공자용 일차의료평가도구

(Primary Care Assessment Tool)에 포함된 지역사회 지향성 설문 항

목은 “가정방문을 하십니까?”, “해당지역사회의 건강문제들에 관한 충분

수보다 약간 적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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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

는 데 도움을 줄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합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특정 건강문제들에 대한 반응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변

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다(Shi et al., 2001). 종종 병원에서의 외래진료

를 일차의료에 포함시키거나 간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1차적 

진료와 일차의료를 혼동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표준 일차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일차의료 속성인 최초접촉 측면의 접근성은 지역사회가 병원보다 

우수하다.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병원보다 유리하다.

② 일차의료 속성으로서의 포괄성은 단과 전문분야 외래 서비스의 합

이 아니다.  주치의가 없는 상황에서 각 전문분야별 병원 외래 진료

는 단위질병 치료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건강 측면에서는 서비스 

분절화에 의해 비효율적이다. 일차의료의 포괄성은 지역사회에 기

반을 둔 다학제 일차보건의료 팀에 의한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질병 중심적인 각 전문분야 서비스의 합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질

병의 조기 진단과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지역사회 지향성 또는 기반은 중요한 일차의료의 속성이다. 지역사

회 지향성은 서비스 제공자가 지역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부응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차보건의료 팀이 지역사회에 기

반을 두면서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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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차의료 수행기관 

일차의료를 실행하는 기관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 공통

적으로 집단개원 또는 그룹진료(group practice)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반면, 우리나라 일차의료 제공시설로서의 의원의 운용형태는 단독진료 

의원이 대부분(94%)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2). 의사 단독진료 의

원은 복합질환의 환자특성으로 인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단독 의료인의 진료로 인해 건강상담이나 근무 이외 시간에 환자의 접근

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단독 개업의원은 장비 및 시설, 인력 

등의 투입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간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공급 조직이 국가 의료를 주도함에 따라 의료

수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차의료의 체계적 요인들을 포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차의료가 지향하는 형평성 있는 의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전문기관’의 확보가 중요하다.  

앞서 제시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단과전문의

의 단독 개업형태 보다는 집단개원(group practice) 형태가 의료 역을 

확대하여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의료

시설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경 의 효율성이 증가된

다. 또한, 군지역의 중고령자 비율은 17.7%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

율은 33.3%이다(통계청, 2010). 이처럼 의료취약지역인 군지역에는 중

고령자 및 노인의 거주비율이 높으나 개설된 민간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

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중요한 속성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재정적, 인

적 지원과 함께 공공 보건기관의 활용이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표준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은 현재 동네 ‘의원의 단독 일차의

료전문기관화(모형Ⅰ)’, ‘의원간의 집단개원형태(모형Ⅱ)’,  ‘취약지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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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료센터 모형(모형Ⅲ)’ 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기

관(모형Ⅰ)’은 기존의 ‘가정의학과 의원’과 ‘그 외 진료과목 의원’으로 구

성될 것이다. 

<표 4-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3년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수

는 총 28,293 개소이다. 이 중 가정의학과 의원은 755개소로 전체 필요

한 일차의료전문인력(13,936명)의 5%에 불과하다. 일차의료 전문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련을 시작한지 30 여년이 지났으나 전체 개업 의원 

의사 중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정의학과 의원’의 일차의료기관

의 진입만으로는 일차의료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진료

과목을 표기하지 않은 ‘일반의원’이 일차의료기관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 표에서 이들 의원의 수는 8,006개소인데, 이들 

전체 기관과 가정의학과 의원을 포함하여도 총 8,761개소이어서 여전히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지역내 등록관리할 대상자수에 비해 개설된 의원수가 부족한 의

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여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일차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의료취약지역의 모형 Ⅲ). 군지역에 설립된 

전국 17개 보건의료원4)의 활용이 그 예이다. 보건진료원에서는 그 동안 

모든 진료과 전문의와 첫 접촉이 가능하 던 외래진료기능을 폐쇄하고, 

병원 내  ‘일차의료센터’를 개설하여 외래이용시 반드시 일차의료인력을 

첫 접촉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환자는 일차의료의사와 첫 접촉한 

후 일차의료의사의 진료와 조정기능을 거쳐 전문진료과 전문의의 진료를 

이용하게 된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자체 보건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또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등과 연계하도록 이들 인력을 일차

의료팀원으로 구성한다.  

4)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라 전국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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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차의료 인력 및 구비 시설 

1) 인력

누가 일차의료를 주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인적 자원의 효

율과 함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일차의료는 의료전달

체계상 첫 접촉 단계이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단과 전문의보다

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더 적절한 인적 자원이다. 일차의료가 보다 체계화

된 국가에서는 그 기능과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의학 업무와 대체로 

일치한다(이재호, 2012).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일차의료인력

은 가정의학과 의사로 한정하는 것이 포괄성 및 조정성 등의 측면에서 원

래 취지에 부합된다. 선진국은 일차의료의사의 비율이 전체 의사인력 중 

30~60% 수준이다(EURACT, 2004)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인력은 1980년대부터 30 여년간 양성되

었지만 총 8천여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중 44.3%만이 개원한 상태

이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5) 이와 같이 일차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와 지역사

회에서 대부분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차의료 전문

인력 자격으로 가정의학과 의사와 2년 이상 의원 또는 병원, 보건소에서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별도 개설된 ‘일차의료 전문의 교육과정’을 이

수한 경우에 한해 가칭 ‘일차의료 전문의’의 자격(통상 ‘일차의료의사’로 

지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일차의료에서는 건강문제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

5) 2011년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논의를 위해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가정의학과 전
문의를 일차의료 전담인력으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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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괄적,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치료 기능 이외에 예방 및 건강

증진은 물론, 정신보건, 재활, 사회복지, 요양 및 호스피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그 속성상 의사 1명만

으로 그 기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다

양한 전문직으로 구성된 팀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차의

료 서비스는 특정한 진료과목이나 의사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팀 접

근 서비스로 특징화하여 건강증진, 예방에서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건강 

연속선상에서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학제적 팀은 진료실에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왕진과 방문간호서비스도 가능하게 하여 형평성

과 접근성 한층 제고시킬 것이다.  

WHO HEN(Health Evidence Network) 보고서(2004)에서는  일차

의료팀으로 일차의료의사 이외 치과의사, 노인병의사, 학교담당의사 등

을 포함하 으며, 간호사, 약사, 양사 및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구성원으로 제시하 다(표 6-1).

〈표 6-1〉 WHO의 일차(보건)의료 팀 구성

의사 의료인/약사 보건행정 치료사 사회복지

일차의료의사 지역사회 간호사 의원 관리인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 의사 임상 간호사 수납직원 발 치료사
지역사회 

정신과 의사
지역사회 

노인병 의사
검안사 행정보조 언어 치료사 심리사 

학교 담당 의사 조산사 비서 접골사 상담가 

방문 간호사 양사 가정 도우미

약사

자료: WHO-Europe (2004), What are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s of Restructuring 
a Health Care System to be More Focused on Primary Care Services?, HEN



제6장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22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고령자 및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

라 일차의료인력 팀은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의사, 일차

의료 전문간호사, 약사,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활동인력 규모는 등록대상자 및 이용대

상자 수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되 일차의료의사와 방문간호사는 2명 이

상 근무하는 것이 대상자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상호 편의를 도모하는 차

원에서 바람직하다. 대상자 특성상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지역주민의 건

강필요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하되 사회복지사, 양사, 운동처방사

는 경  효율화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 내 보건소 인력을 활

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장비 및 시설

  

표준 일차의료기관은 일차의료의 속성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룹진료와 다학제 일차보

건의료팀 업무에도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단독 진료의원이 

일차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다양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데 무리가 

따를 것이다.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실(진료의사인력 수)와 간호사 스테이션, 

② 환자 대기실 

③ 주사 및 처치실/ 수액 주사실

④ 부인과 진찰실, 내시경실

⑤ 검사실: 상촬 실, 진단검사실

⑥ 운동 및 물리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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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상담실/회의실

⑧ 보건행정 및 사회복지 사무실 / 가정간호 사무실

권장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① 진찰대(3개 내외)

② 혈압계, 24시간 혈압계, 심전도 

③ 드레싱 도구 셋트, 소수술 도구 셋트

④ 이비인후과 unit 셋트 

⑤ Spirometry 

⑥ Fundoscopy

⑦ 자궁경부세포 도말검사 장비

⑧ 임상병리검사(기본 장비)

⑨ 상의학 장비 (엑스선, 초음파)

⑩ 멸균소독 장비

⑪ 구급장비와 구급차

⑫ 전산장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복사기

  라.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1) 지역사회 진단, 계획 수립 및 평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의 다른 분야와 차별화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병원

이 아닌 지역사회에 그 주요 활동 터전을 두면서, 개인-가정-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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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또는 지역사회 기반(base)은 일차의료의 속성에 반드시 

포함된다. 

표준 일차의료기관은 일차의료 팀이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을 하게 되

며, 그 운 에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보건소 관계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

여하게 된다. 이들로 구성된 가칭 ‘일차의료기관 운 위원회’는 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의 우

선순위를 정하며, 일차의료 팀의 업무 계획에 반 시키고, 그 업무 실행

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역사적으로 지역사회 지향적 일차의료(Community 

Oriented Primary Care; COPC)로 알려져 있는데, 조오지 워싱턴 대학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COPC의 실행적(working) 정의는 ‘지역사회 진단

(community diagnosis)’의 단계로 다음 6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Mullan F. 2002).

① 지역사회 정의: 인구집단을 정의하는 일은 임상 종사자와 지역사회 

지도자 사이에 지리적 의견 일치를 위해서 지역사회 지향적 일차

의료(COPC)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 같은 일은 역학 

원리와 외부자료를 해당 지역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

이다.

② 지역사회 특징 파악: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중재가 필요한 특정 건강

문제를 구분하기 위하여, 양적이고 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주민의 의견과 제보로 만들어진 질적인 자료는 인구학적 

자료와 건강관련자료들 만큼 중요하다.

③ 문제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중재가 필요

한 문제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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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는 반정량적(semiquantitative)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④ 선정된 문제 분석: 우선순위로 선정된 문제들(흡연, 음주 등)은 많은 

중재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 관련 있는 지역사회 요인, 그리고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중재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⑤ 중재: 선정된 문제에 따라 중재가 다를 수 있지만, 실행의 가능성과 

자원의 실용성이 지역사회 지향적 일차의료(COPC)의 성공에 필수

적이다.

⑥ 평가: 미래의 지역사회 지향적 일차의료(COPC)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결과를 측정하고 정보를 만드는 일

은 필수적이다. 평가는 우선순위 문제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 지향적 일차의료(COPC) 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 가정방문 간호 및 왕진: 퇴원환자,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임종

환자 대상 

선진국에서 일차의료의사에 의한 가정방문은 20세기 중반부터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중심적인 요소로 

주장되고 있다(Kao et al., 2009). 지난 30년간의 근거에 의하면, 조정

성, 다학제성, 시기적절성, 그리고 환자중심성을 갖춘 의료를 오랜 동안 

제공하는 일차의료 역에서의 가정방문은 환자의 건강결과를 향상시키

고 전반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 다(DeCherri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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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의료서비스는 일차의료의사 또는 간호사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들을 모두 포함한

다. 만성질환 관리, 급성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과 관리는 건강유지와 함

께 가장 흔히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 방지에 초점을 두며, 진료실에서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비해 

가정환경, 환자의 기능, 양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Kao et al., 2009). 

미국의 Commonwealth Fund가 2012년에 시행한 10개국 일차의료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정방문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응답한 일차의료의사의 비율은 호주(57%), 캐나다

(53%), 독일(51%), 네덜란드(50%), 스웨덴(49%), 노르웨이(45%), 뉴질

랜드(36%) 순이었고, 미국(9%)과 프랑스(16%)가 가장 낮았다(The 

Commonwealth Fund,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왕진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에 대한 기본진찰료와 처치

료를 산정하며, 그 외의 비용은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간

호사에 의한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2013년 기준 1일당 정액수가 

33,160원(이 중 본인부담금 20%)과 1회 방문 당 정액 교통비 7,310원

(환자부담 100%)으로 책정되어 있다. 표준 일차의료기관 의료진의 가정

방문 수가는 이와 같은 방문 또는 행위별수가제 요소를 유지하되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자가 추가 지원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교육 및 상담, 예방접종

일차의료 대상자인 만성질환자의 질환 유형을 살펴보면 50대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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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 연령층의 경

우 평균 3개, 70대 이상 만성질환자는 평균 3.5개의 복합만성질환을 보

유하고 있다(정 호, 2012). 

만성질환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가하지만 건

강 위험요인은 대부분 예방가능하다. 즉,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 비활

동, 양 불균형 등의 비건강 행태와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의 요

인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 O’Donell(1989)은 10대 사망원인에 미치는 

건강결정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 요인이 5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이 각 20%, 환

경 20%,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는 8%에 불과하다고 강조하 다

(O'Donell, 1989). 이는 곧, 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하드웨어적인 서비스 

투입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가장 큰 비중으로 향을 미치는 건강생활 양

식 및 행태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교육·상담이 포함된 서비스 공급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들 위험요인에 

대한 실천적 관리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 이후 만성질환으

로 인한 사망이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HO, 2005).

의료인의 건강증진 상담이 행태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확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의사의 간단한 금연권고 및 동기유발이 환자의 금연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간단한 금연 권고는 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연을 할 가

능성이 1.66배 더 높았으며, 좀 더 적극적인 권고를 한 경우에는 1.84배 

더 높아졌다. 또한 추구관리를 통해 금연 권고를 한 경우, 금연 가능성이 

대조군에 비해 2.27배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55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Stead et al., 2013). 일차의료 환경에서의 간략한 절주 상담

은, 22개의 무작위대조군 연구에서 5,800명의 환자의 결과를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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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군에 비해 주당 38g의 알코올 소비량 감소를 가져왔다는 메타분

석 연구도 있다(Kaner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

수적인 생활습관 요인의 교정보다는 치료 중심의 생의학적 접근이 지배

적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금연, 절주, 운동(신체적 활동) 및 양(적절한 식생활) 등과 관련된 보건

교육과 질병예방 서비스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한다. 건강생활 실천 등 자

가관리(self care)가 중요한 대상자 또는 환자에게 의사-환자 관계 강화 

및 건강관리 계획 수립,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안내와 환자

에 대한 지식 강화를 통해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합병증 발병을 예방한

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만성질환과 관련된 예방접

종을 실시한다. 

또한 문헌고찰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성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

을 반 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자

들의 2/3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에 대해 관리한다. 우울증 의심자를 적극

적으로 발견하고 이들이 우울증으로 판정될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센터 등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차의료팀에서는 건강증진 또

는 건강개선에 목적을 두고 주기적으로 상담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건강행위 실천 교육과 상담은 개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사

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모두 필요한데,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근거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전문성과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함에 따라 다학제 일차보건의료 팀

의 활동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기능이나 활동은 현 행위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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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워 별도의 보상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재정적 기반 확충을 전제로 해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4)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관리 및 건강검진 관리

일차의료가 공공재적 서비스이고 대상자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여야 한

다는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사망의 

주 원인인 국가중점 대상질환의 일차적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즉, 심

뇌혈관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주요 만성질환, 최근 

10년 동안 발생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6)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후진국 감염질환’인 결핵 등이다. 

한편,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정기 건강진단 프

로그램을 운 , 관리한다. 성인기와 노년기의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시행되고 있으며  40세와 66세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국가 검진체계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매우 크지만, 사회경제적 요

인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검진항목의 근거 불

충분,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비룡과 이철민, 2001). 특히 1차 건강검진 이상소견자 중 41% 만이 2

차 검진을 받고, 보험공단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대상자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Lee, 2008), 이상소견이 발견되어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사후관리체계

는 대상자와 목표 질환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이 미비하며, 일회성이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들

6)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 갑상선암은 최근 12년간(1999-2010) 매년 남자 25.5%, 여
자 24.5% 증가했으며, 전립선암은 12.6% 증가하여 증가속도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차
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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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

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정보의 연계가 부족한 점도 문제이다(Lee & 

Lee, 2010).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는 국가 건강검진의 

시행, 결과상담, 추적관리를 담당한다. 근거에 바탕을 둔 개별화된 검진

이 이루어지도록 검진종목과 시기를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검진 

후에도 일차의료의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만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5) 진료실 일차의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모든 진료과 전문의들에게 최초접촉 진료를 허

용하여 진료내용의 분절화, 시장기전과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나타나는 

진료의 왜곡, 그리고 의사 단독 서비스 제공에 의한 포괄성 결여 등의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환자 1인당 일차의료의사의 진

료시간이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경우 15분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의사들은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약 6분으로 매우 짧은 현실에

서 일차의료의 속성인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의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201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28%가 진료과목을 표기하지 않고 있

다(표 4-3참조). 전문과목 표방이 무의미한 가정의학과를 제외하더라도 

산부인과, 외과, 비뇨기과 등에서 자신의 진료과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거중

심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시장기전 속에서 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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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타개를 위해 의료서비스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일차의료 팀 

구성원간의 협력하에 일차의료의사들 중심으로 그룹진료가 이루어지고, 

1차 진료를 포함하여 합병증 예방교육, 응급상황 안내, 복합만성질환으

로 인한 다양한 약제의 효과적 복용 및 부작용 예방관리, 건강정보 모니

터링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제2장에서 Parker(1976년)는 일차의료를 응급의료를 포함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 다.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접근성이 용이하여 일

차의료 의사를 첫 접촉의사로 대할 때, 일차의료의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책임한계를 명

확히 한다. 일차의료의사는 자신의 전문 진료과목에 따라 서비스 제공범

위나 진료행위가 다를 수 있어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차의

료의사의 책임성의 한계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필수 의료행위와 조치사항

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합의를 거쳐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곧, 일차의료

의사의 교육과정과 직결되고 현재와 같은 단과 전문의 교육방식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과 자격조건으로 제한하게 하는 기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일차의료서비스 범위를 의료계의 합의된 기능분

담에 바탕을 둔 표준 서비스로 규명할 때, 합리적인 지불보상체계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역사회 일차의료 교육·수련 기능 담당: 학생 및 전공의 대상

국은 일차의료기관의 25% 이상이 의과대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Fraser & Preston-Whyte, 1988). 교육에 참여하는 일차의료의사들은 

SIFT(service increment for teaching)로 알려진 제도를 통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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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서비스(NHS)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비용은 교육실시로 수행하

지 못한 업무와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Imperial College에서 교육자에 대한 보상이 일상적 임상진료

업무를 못하는 정도에 따라 3시간 당 38파운드(76달러)에서 155파운드

(301달러) 보상된다. 학생이 관찰자로서 진료실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는 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으며, 일차의료의사가 교육에 헌신하는 경

우 보다 높은 수준의 지불보상을 받는다(Major & Booton, 2008).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일차의료에 대한 실습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

우, 질병의 70% 이상을 관장하는 일차의료의 인적 자원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정규 의학교육과정에 일차의료를 경

험할 수 있도록 표준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실습의 장으로 기능하도

록 그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한다. 의과대학생과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실습 참여기전은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의과대학 가정의학 교원

이 표준 일차의료기관에 파견, 일차의료 교육 및 수련 기능을 담당한다. 

  마. 일차의료기관 운영 방식 

1) 지역사회 일차의료팀 서비스 제공

세계보건기구는 Innovative Care for Chronic Conditions(ICCC)

의 관리전략을 통해 만성질환과 관련된 사업기획 및 관리는 근거에 기반

한 의사결정구조를 반 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 단위의 접근보다는 

집단 단위의 접근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하 다. 또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보체계와 기술체계, 동기부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고, 한정된 의

료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질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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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하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부여

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WHO, 2002).

만성질환은 개인 생활습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변환경에서 초래된 

위험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근거 기반의 사업관리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일차의료인력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의원의 운 형태에서 서비스의 질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으로 개

설, 운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구조의 모형 설정이 필요하

다. 첫 번째 구상할 수 있는 모형은 보건소와 의과대학의 협약에 의한 일

차의료기관의 운 이다.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가정의학교

실이 중심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보건에 필요할 경우 보건소 인력과 예

방의학 및 그 외 단과 전문 역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모형에서

는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인력으로 가정의학 교원이 참여하게 되

므로 의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과대학의 협약에 의한 일차의료기관

의 운 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좋은 사례는 국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료생협’이 공

공성을 더욱 강화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의

료생협’의 특징인 지역사회 기반과 주민 참여가 일차의료를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원과 의과대학의 협약에 의한 일차의료기관 모형이

다. 일차의료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의원들이 의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

여 일차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 하도록 한다(이재호, 2011; 이재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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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대상자 및 지역사회 고위험 대상자 조기발견 관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 등록방법은 대상자가 스스

로 등록하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 진료과 진료 후 의료인에 의해 

의뢰된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대상자가 건강체크 결과를 통

해 등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등록은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및 

노인,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진단된 환자가 주치

의를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때 담당 주치의는 질병의 진단과 함께 

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압, 혈당, 운동실천, 식

생활, 복약 및 진료 정보 등 개인의 평생 건강정보와 생활습관정보를 주

치의와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

하게 된다.

건강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등록되는 경우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발

견하기 위해 기본건강 측정 및 관리시스템을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방식

을 통해 이루어진다. 건강증진 및 고위험 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중고령자 및 노인에게는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위

험요인 조기발견 등의 1차, 2차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등록방식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시·군·구

청, 주민자치센터, 백화점, 노인정, 보건소 등의 장소에 건강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가칭 ‘전자 건강측정실’을 설치하여 대상자들이 스스로 기본 

건강상태를 측정한 후 등록하게 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등록 대

상자(등록대상자도 활용 가능)가 체질량지수(BMI)와 혈압 등을 ‘전자 건

강측정실’에서 측정하게 되면 측정결과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동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 전송된다. 일차의료기관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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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측정결과는 정상범위일 경우에는 자동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문구

가 대상자에게 건강결과와 함께 추후 조치사항을 개인 전화 또는 핸드폰

을 통해 전송해 준다. 이 때, 측정결과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정상

범위이더라도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차의료의사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간호사, 양사 및 운동처방사 등의 팀 접근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일차의료기관에 양사 또는 운동처방사가 근무하

지 않을 경우, 일차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상담 또는 1차진단 결과, 관리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차의료

기관의 서비스를 받도록 주치의의 등록에 대해 안내한다. 이처럼 지역사

회 건강 측정 및 관리시스템은 필요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언

제든지 본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전문가와 접촉하여 식생활 및 운동관리, 건강생활 실천상황 

등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상자에게 건강에 대한 자발

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기발견을 통한 질병 이환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사전 방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전자 건강측정실’을 관내 지역에 설치, 관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일차의료기관은 보건소와의 건

강관리스템을 통해 구축된 대상자 건강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지역사

회 중고령자 및 노인층의 건강 계획 및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로

써 공공 및 민간, 두 주체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고, 보건소

는 포괄적인 일차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기관

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그림 6-1, 그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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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지역사회 전자건강 측정 및 관리시스템의 흐름

〔그림 6-2〕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상자 등록 및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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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 및 회송을 위한 연계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나 검사가 필요할 경우, 주치의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때, 일차의료의사가 

문지기 역할과 함께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기에 이르도록 조정력

과 책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뢰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기전이 필요

하다. 

일차의료 의사의 책임성은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때 발휘하게 된다

(민혜 , 2009). OECD 국가 중 주치의 제도가 정착된 10개 국가에서 의

무적 의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종별 기능이 미정립된 상태이어서 일차의료 강화

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일상화된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의료 

관행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지 않

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료기관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여 최신의 고가 의료장

비를 끊임없이 구입하고 시설을 확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이 지출되고, 경증의 경우에도 국민들은 대형병원을 선호하여 이 외 의료

기관들은 유휴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면 

장기적으로는 몇 개 거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결국 대부분의 의료기

관들이 경  악화로 왜곡된 진료행태를 보이게 되거나 반대로 자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가시화되어 big 5 병

원으로 칭하는 상급종합병원만이 거대 병원으로 군림하고 있다. big 5 대

형병원의 응급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세 번째 질환이 감기로 파악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국회, 2013). 더욱이 경제시장에서 경쟁은 가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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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주도하지만 의료분야는 예외이어서 비정상적, 과잉진료를 양산하여 

국민의료비를 부추기게 됨에 따라 형평성과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대

형 의료기관의 독점을 방지하려면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한 의원과 의원, 

의원과 병원, 의원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

속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서비스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 주치의가 조정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단독의 서비스만으로는 어려우므로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의뢰기관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규명

하여 상호 인적·물적 자원을 공개한 후 필요한 의뢰기관과 의뢰 및 회송

체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공유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 청구비율(2012년)이 낮은 이유(외래 40.9%, 

입원 65.9%)가 환자의 요구도 있지만  환자를 회송하지 않는 것이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점을 주목할 때(국회, 2013) 회송

에 따른 지불보상 수가(10,700원)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환자

가 의원을 방문했을 때 일차의료팀은 환자의 사생활 및 비 을 존중하며 

즉각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일차의료팀은 환자상태를 사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일차의

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는 진

료 프로토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 

환자 의뢰시 함께 전송해야하는 정보 및 문서의 내용들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 의뢰시 의뢰 양식은  의료기관간의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모

든 필수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에 연

락하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물론 환자가 응급한 상태일 경우 이송

시 일차의료팀원이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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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및 가족에게는 의뢰가 필요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의 환자 건강관리 과정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간에는 환자 의뢰 및 회송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회송 시 회송

양식에 환자의 검사 및 진단결과, 치료 내역 등을 기입하여 기관 간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 의료기관에서 회송된 환자의 치료정보가 전달되면 환자의 상태를 

사정하고 사례 관리를 시작한다. 필요시 환자의 경과 진행에 따라 재활 

및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바. 일차의료 지불제도

전통적으로 일차의료 역에서 흔하게 사용하던 지불방식은 행위별수

가제(fee-for-service), 인두제(capitation), 봉급제(salary) 등이다

(Fujisawa, 2008). De Maeseneer 등(1999)은 지불제도와 일차의료의 

핵심속성간의 관계를 <표 6-2>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동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위별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 하나하나

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지만 일차의료의 바람

직한 속성인 포괄성(comprehensiveness), 지속성(longitudinality), 

조정기능(coordination) 등을 보장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Simoens, 2004; Farber, 2007; Robert, 2010). 특히 이

러한 지적의 핵심에는 상담, 예방, 교육, 방문진료 및 진료조정 등 가치화

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일차의료 서비스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지원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된다는 점과 진료건수에 기반한 보상방식으로 분절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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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초래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인두제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비용범위 내에서 환자의 의료적 필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론

상 일차의료의 조정기능이 활성화되고 예방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정

현진 등, 2013). 그러나 위험환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위험도를 보정한 인두제 설정이 보다 바람직하다.

〈표 6-2〉 지불제도가 일차의료의 체계 요인과 속성에 미치는 효과 

지불제도 일차의료 체계적 요인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

본인부담/
현금급여

환자명부
일차의료 

의사 문지기 
기능

최초
접촉

접근성 지속성 포괄성
조정
기능

행위별수가제 있음 없음 없음 0 - - - -

(통합)인두제 없음 있음 있음 + +2) + + +

봉급제 없음 없음 없음 0 +3) - + 0

   주: 1) + 긍정적 유인, - 부정적 유인, 0 중립
        2) 위험도 미보정 인두제인 경우에는 부정적 유인. 
        3) (비공식) 본인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유인.
자료: S. Greβ et al.(2006), Managing primary care behaviour through payment systems 

and financial incentives. In: Saltman B, Rico A, Boerma W (eds). Primary Care in 
the Driver's Seat? Berkshire, UK: Open University Press, p.192: 재인용  De 
Maeseneer et al.(1999)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는 일차의료를 수행하

기 대단히 어렵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진료건수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

므로 진료건수를 늘리기 위해 건당 진료시간은 짧아질 수   밖에 없어 서

비스가 분절화되고,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더욱이 예방 및 상담서

비스 등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괄적 서비스 제

공이 어려워진다. 이론상 일차의료 속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센티브 구

조는 인두제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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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소요시

간은 약 6.6분에 불과하다(하루 평균 57.5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1일 평

균 9시간 근무)(임금자 등, 2011). 반면 선진국 일차의료의사의 진료시간

은 미국 16.5분, 뉴질랜드 15.0분, 호주 14.9분 이다(Bindman et al., 

2007). 이처럼 진료시간이 짧은 현실에서 일차의료의 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불보상방식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지불보

상체계의 변화는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단계에는 각 질환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제공을 기준으로 별도의 수가보상을 전제로 한 1:1 서비스 제공체

계를 구축한다. 이때 일차의료 의사가 충분하고 적절한 예방 및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여 일차의료의 포괄적 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일 진료건

수를 40건 이하로 제한하여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을 최소한 15분 정도 확

보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를 현행 진찰료 수가에 추가적으

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일차의료의사는 1:1 상담 및 교육의 주된 

내용과 향후 처치 계획, 상담시간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가보상의 정당성을 입증함은 물론, 향후 일차의료서비스 개

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건강 

및 질병 상담서비스는 등록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충분히 받을 수 있

도록 쿠폰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중고

령자의 건강상담횟수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특별한 건강문제가 있을 경

우에만 상담을 받겠다(43.5%)는 응답 다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받

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6.7%). 이를 근거로 등록과 동시에 연 12회

의 쿠폰을 발급하여 등록대상자가 기존 의료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



제6장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개발 243

차의료기관에 사전 예약하여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하게 되면 상담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도입 초기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쿠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만성질환관리상담료(1인 연간 20,400원)’에 준하여 전

액 보험재정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일본의 ‘생활습관병지도관리료7)’ 수가 지불방식을 

참고하여 일차의료팀이 등록대상자에게 ‘환자관리계획’에 의거하여 필요

한 상담 또는 설명을 하고, 상담 후 대상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기록에 근

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통합하여 일차의료 지불제도를 인

두제(40%), 행위별수가제(30%), 성과급제(20%) 등을 균형 있게 적용하

는 방식으로 접근한다(표 6-3).

〈표 6-3〉 한국 일차의료 지불제도의 단계적 개편 방안

지불제도유형 현재(%) 초기 중기 장기

행위별수가제 100 85 60 30

성과급제 0 5 10 20

인두제 0 5 20 40

수당 0 5 10 10

100 100 100 100

7) 200병상 미만인 병원 및 진료소 외래진료의 ‘생활습관병지도관리료’ 수가가 ‘생활습관병
요양계획서’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주상병이 고지혈증인 경
우 9,000엔, 고혈압 9,500엔, 당뇨 10,500엔을 산정함. 월 1회 한하여 산정(2010년 기
준)(일본건강보험법,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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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일차의료기관 정착을 위한 시범 운영

  가. 시범사업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비용지불방식이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형

평성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통해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수단

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핵심전략으로 정부, 보건의료계는 일차의료의 

강화를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과 지불보상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와 의료계,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 

경 자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한 걸음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만

성질환관리제 등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내의 갈등

구조의 심화를 엿볼 때, 일차의료 구축에 따른 쟁점과 파생될 수 있는 잠

재적 위기요인들을 숙지하면 일차의료는 의료계 내부에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단계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토대를 두고 지속적으

로 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직시하여 사전 장애요

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진료의 자율성 문제이

다.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일차의료 참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

한다 하더라도 주치의 등록제가 도입되면 문지기(gate keeping) 기능이 

지속가능한 일차의료기관
운용 전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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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 의료이용을 통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동안 자유로웠던 의료

행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진료건이 감소되어 결국 

의료인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이 일차의료체계 도입 장애의 하나

이다. 둘째, 본 연구에 제시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집단개원의 형태의 모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는 민간주도의 단독 개원의가 대부분이어서 집단개원의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셋째, 다양한 일차의료기관

의 역할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일차의료팀 구성원들이 해낼 수 있

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적 합의 도출과 직

종별 역할 및 직무범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일차의료의사 자격을 취

득하기 위해 이수하여야 될 교육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일차의료

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지면 타 진료과목의 동네 의원의 정체성에 대한 규

명도 필요하다. 넷째, 기관 간 환자 건강 및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

크 구축과 이에 수반되는 재원 확보 문제이다. 다섯째,  상급의료기관과

의 의뢰 및 회송체계의 구축으로 이는 지불보상체계와 접하다. 마지막

으로 일차의료기관 인증 문제와 서비스 질 평가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목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분포가 

다른 시·군·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 하여 상급의료기관과의 체계적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최적화된 지불보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표준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이 일차의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

고 지역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에 의한 일차의료기관의 시범 

운 이 요구된다. 일차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기 전에 대도시, 

시 및 군지역에 각각의 모형을 2∼3년간 시범, 운용한다면 정부 및 보건의

료계의 합의와 국민의 지지에 의해 구체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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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평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네의원과 병원, 대형병원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 전문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을 추

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 건강관리 서

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겠다고 발

표하 다. ‘건강플랫폼’이란 병의원, 보건소, 체육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자원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역·제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모형이다.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현재 일차의료와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는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최초 접촉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다. 따라서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일차의료체계와의 정합성을 제

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실시가 요

구된다. 

2. 지불보상체계 개편 및 재원 확보

  가. 일차의료 수가 책정 및 공적 지원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책임성과 그 성과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차의료의사의 역

할에 주목할 때, 일차의료의사는  등록 대상자(또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인 건강 모니터링과 질병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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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문병원에 의뢰한 이후에도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서비스 

내용의 계획이나 문제발견 과정에서 가족(Family-centered)과 지역사

회 보건문제에까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등록 대상자수를 

제한하 고 1일 진료환자수도 제한하 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속성을 구

현하려면 현재 환자 1인당 6분 진료에서 일차의료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같이 15~20분 진료행태로 바꾸고 이는 건강보험수가를 통해 보전해 주

어야 할 것이다. 

 일차의료는 국가 정책목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의료이용 및 의료전문직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각 국가별 상

황에 적합하게 발현된다. 일차의료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은 인두제를 근

간으로 행위별수가제 및 성과급제 등의 혼합형태를 구비하고 있지만 이

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일차의료 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일차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성과연동지불제(Pay for performance)를 도입하고 있다. 주

치의 등록시스템과 문지기 기능이 있는 국은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 프로그램(Fleetcroft et al., 2010), 자율적인 선호

의사제도와 문지기 기능을 시행하는 프랑스는 Contracts for Improved 

Individual Practice(CAPI)(표 3-2 참조), 일부 인두제 지불방식에서 주

치의 등록시스템이 있는 호주의 경우, 일차의료의 질적 목표에 충실한 치

료에 대해 지급하는 Practice Incentive Program(PIP), 노인대상으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Enhanced Primary 

Care(EPC), 그리고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Service 

Incentive Payments(SIPs)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Borowitz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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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율적인 주치의 등록시스템과 문지기 기능을 수

행하는 한국형 일차의료기관의 모형은 프랑스 모형과 유사한데, 문지기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들의 지불보상방식과 성과급제로 곧바로 개편하기

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에서 상담 및 교육, 건강증진 등

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의뢰 및 회송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불보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추

가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차의

료기관의 참여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

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일차

의료의 특성을 구현하는 고유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이에 부합되는 지불방식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 제공체계를 구상하고 관련된 지불제도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장기간 행위별수가

제 일변도의 지불제도가 비단 일차의료 뿐 아니라 타 진료부문까지 오래 

동안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굳어진 행태 요인이 지속성과 환자

중심성, 책임성 및 서비스 조정능력에 기반한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여 적절한 인센

티브 구성을 이룰 지불제도 혼합모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한 현행 공적 건강보장 체계에서 일차의료 고유의 상담, 검진, 예방, 관

리, 서비스 의뢰와 조정, 환자건강기록 작성과 유지 등의 서비스가 가치

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불모형에 이들 요소를 적절하게 

반 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와 구체화, 그리고 가치설정 작업도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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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분절적인 우리 시스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

령화, 그에 따른 복합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성 

증대 및 서비스 제공이 환자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환자-의사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착하고 이를 질 보상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지금의 지불제도 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차적으로 환자-의사관계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공방식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보다 완결

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관리체계 요소를 도입한 서비스 제공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부분적 인

두제 지불방식의 도입과 위험보정, 의료의 질적 수준과 강력한 상관관계

를 보이는 환자의 경험지표까지 포괄한 성과지불보상 요소를 준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다학제적 일차의료 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공급자들은 일차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시

장 지향적인 의료서비스 공급형태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일차의료의 

속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차의료를 공공재적 

성격으로 도입하여 일차의료 공급자를 지원하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나. 일차의료 이용자 인센티브제 도입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왜곡된 의료행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거

나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은 미흡하다. 선진국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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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환자 의료이용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선호의사제도(preferred doctor scheme, 2006)이다. 제도 도입 이전

에 프랑스는 우리나라 같이 일차의료의사의 조정기능이 부재했었고, 환

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이 가능했었다. 제도 도입 당시, 일차의료의사

(선호의사)에게 등록을 하고 1차적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진료비 총

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5년이 지난 현재(2010년) 이 제도를 따르지 않는 환자들은 

30%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시켰다(Chevreul et al., 2010).

우리나라 경우에도 프랑스와 같이 대상자에게 금전적 유인책을 활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차의료 지불제도 개편과 병행하여  단

계적으로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만성질환의원관

리제’와 ‘경증 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정책 등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치의 등록 대상자에게는 의료이용시 본인 부담률을 감소

시키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맥락을 고려하여,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들 즉, 

최초 접촉, 환자-의사 관계의 지속성, 조정기능, 포괄성을 강화시키기 위

한 금전적 유인을 적절히 배합하여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일차의료 교육·수련 과정 개발
 

  가. 의사 역량 강화 교육

‘세계일차의료의사학회(2011)’에서는 일차의료 핵심역량으로 일차의

료 관리, 사람중심 의료, 고유한 문제해결 기술, 포괄적인 접근방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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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향성, 전인적인 모형구성을 제시하 다. 이 중에서 일차의료 핵심

역량인  일차의료 관리를 위한 역량으로는 환자 자신이 선별하지 못한 문

제들을 다루며, 일차적으로 접촉 대상자를 관리하는 역량, 모든 역의 

건강상태를 다룰 수 있는 역량, 다른 일차의료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들

과 협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효과적이고 적절한 의료 제공 및 의

료서비스 이용을 의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통제하는 역량, 서비스 질

과 안전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역량, 보건의료시스템 내에

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 환자의 옹호자로

서의 역할을 제시하 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의료(person-centered care) 역량으로는 환자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환자 중심적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

을 적용하는 역량이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의사

-환자 관계 형성을 위한 일반진료 상담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역량, 의

사소통과 우선순위 선정 및 협동적인 활동 역량, 환자의 건강역량 향상,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사례관리와 같이 환자의 욕구에 따른 의료의 종적 

지속성을 제공하는 역량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역량을 구비한 일차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은  일

차의료인력의 업무 특성에 입각하여 일차의료의 목표와 목적을 규명한 

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일차의료의사학회’(2011)에서 제시한 일

차의료인력의 업무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최초로 의학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서, 대상자는 중고령자와 노인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과 급성 건강

문제,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정한다.

② 서비스 조정기능을 통해서, 일차의료 역에서의 다른  전문직들과 



제7장 지속가능한 일차의료기관 운용 전략 255

함께 일하고, 환자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전문분야와의 접

점을 관리한다.

③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지향점을 두는 사람 중심적 접근방식을 개

발한다.

④ 환자 역량강화를 장려한다.

⑤ 독특한 진료 과정을 특징으로 하며, 환자-의사간의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서 오랜 관계를 형성한다.

⑥ 환자 필요에 근거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⑦ 지역사회 질병의 유병률과 발생률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한 의사결

정 과정을 갖는다(European society of General Practice 

/Family Medicine, 2013). 

⑧ 개별 환자들의 급성 및 만성 건강 문제들을 모두 동시에 관리한다.

⑨ 질병형성 과정에서 초기 미발현된 질환들을 관리하며, 종종 긴급한 

중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⑩ 효과적인 중재를 통해서 건강과 안녕을 모두 증진한다. 

⑪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해서 고유한 책임감을 갖는다. 

⑫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실존적 차원에서 건강문제

를 다룬다. 

이상 제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일차의료의 속성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임상기술의 개발은 물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고위험 대상 및 환자의 비건강 행동 개선을 위한 중재기술 교육 등을 중

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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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차의료 교육의 내실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극히 일부 선택적으로 일차의료기관(가정의학과 의원 등)의 견학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차의료를 제대로 경험하거나 실습하지 못

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들은 의학교육 과정에서 일차의료에 대

한 경험 없이 단과 전문 진료과로서 일차의료 인력인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선호의사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문 진료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일차의료를 경험할 기회가 없

었다. 선호의사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최소 2개월간의 

일차의료 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Bourgueil et al., 2006). 캐나다에서

도 의과대학 본과 3년생(Alberta 의대)을 대상으로 총 8주간의 가정의학 

Clerkship 프로그램을 운 하는데, 농촌 및 도시 지역을 각각 4주간 순

환 실습하도록 되어 있다(Fraser et al., 1998). 국 역시 의과대학  본

과과정(clinical teaching years)에서 2∼8주 동안의 일차의료 실습을 

실시하며, 국 일차의료기관의 25% 이상은 의대생 교육에 참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Fraser et al., 1998).

한편, 의과대학 졸업 후 일차의료 수련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가

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인턴 수료 후 다른 단과 전문의 수련기간보

다 1년 짧은 3년 과정이다. 실습기관도 대학병원 임상실습 위주로 이루어

져 건강증진,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의 수련기회는 미흡하다

고 지적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의원에서 일차의료의사에게 이루어지

는 임상실습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4년으로(Saltman, 2006),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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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7-1). 

이상 선진국의 사례와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임상분야의 전

문가와 지역사회 개원의사, 보건학, 예방의학 전문가가 일차의료 수련과

정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

한 일차의료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7-1〉 유럽 국가의 일차의료 전문의 인력비율 및 기관별 수련기간

구분
의대졸업자 중

일차의료 수련자 
비율(%) 

수련기간(년) 
수련장소별 기간

의원(년) 병원(년)

노르웨이 36 5 4 1

덴마크 30 3.5 1 2.5

독일 18 5 2 3

벨기에 43 3 2.5 0.5

스웨덴 17 5 3 2

스페인 38 3 1.5 1.5

영국 44 3 1 2

이태리 18 2 0.5 1.5

포르투갈 36 3 2 1

프랑스 50 3 0.5 2.5

핀란드 18 6 4 2

자료: EURACT (2004). Statement on selection of trainers and teaching practices for 
specific training in general practice. Tartu: European Academy of Teachers 
in General Practice.

4. 일차의료기관 지원 및 인증제 도입 

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은 의료체계의 무질

서건강검진 후 추후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의료이용

의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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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모색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

관의  표준 모형을 운용하여 동네 의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3년 6월 현재, 전국에 개설된 의원(총 28,293 개소) 중 가정의학과 

의원은 필요한 일차의료전문인력(13,936명)을 기준으로 할 때, 5%에 불

과하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포함

한 총 7,967개 의원이 일차의료 전문기관으로 진입하여도 그 수는 필요

인력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관들마저도 단기간에 

일차의료의 속성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

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 그 이유는 기존 민간 의원이 일차의료에 친화적

인 구조와 기능을 구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고 동일 진료과목의 의원간에도 기존 경 상태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

라 일차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화하려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을 통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의원이 표준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여 대상자에게 수용성 높은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사가 부족

한 취약지역의 그룹진료 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같이 인센

티브 제도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Baudier F, 2010). 

한편, 일차의료기관으로 진입한 의료기관이 바람직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질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국가 차원에서 

질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또는 보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구조적 요건 충

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 모형은 Lamarch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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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모형과 전문가 조정기능 모형의 융합으로, 접근성, 반응성, 

조정기능을 갖추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의 목표에 부합되는 이상

적인 모형으로 정착될 것이다.

5. 일차의료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생활습관 요인의 향력(52%)이 가장 높고, 

만성질환 발병의 40%는 생활 습관에서 초래되며(Peppard, 2004), '예

방의 힘(Power to Prevent)'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질병 예방을 위해서

는 건강실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체계와 생활양식·물리적·사회적 

환경이며, 여기에 개인의 생리적·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와 같은 수

많은 건강 결정요인들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반응 등 복합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요소(response factor)는 결국 건강변

화, 증상 및 질환으로 발현된다(Arah, 2006). 

이처럼 건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및 행태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치료중심의 지불보

상체계 하에서 예방을 강조하는 일차의료의 포괄적 서비스를 지역사회 

보건소의 기능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체계 내에서 포괄하

는 생활습관 개선 등 비의료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제

고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일차의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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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건강결정인자 모델(Health determinants model)  

자료: Onyebuchi A. Arah, Gert P. Westert, Jeremy Hurst and Niek S. Klazinga A(2006),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September,  pp. 5–-13

6.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 강화  

일차의료는 국가 의료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

다. 국민에게는 형평적 의료이용을 보장해 주고 과잉진료와 왜곡된 진료

행위에 대한 통제기전으로 작용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등 그간

의 수많은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일차의료는 국민의 건강수명의 연장을 

통해 총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둔화시킨다고 하 다(Jorie,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외래진료횟

수(그림 4-11)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복 투약·검사 빈도의 감소와 시간소요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 등의 간접 및 무형의 편익이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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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initiative)와 리더십(leadership)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질 것이

다. 따라서 일차의료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질 높은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제공자에게 사명감을 고

취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이용자에게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의료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의 유인수요를 포함한 

상업화를 지양하면서 국민의 형평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기

본역할이다. 일차의료를 시작단계에서부터 근시안적으로 단순히 의료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전략은 그간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았

듯이 의료인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구축의 출발

점은 의료비 절감이 아닌 형평적 효과적 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인 

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한편, 지속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의 운용을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원

과 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건강증진기

금의 운용방향이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수준 제고, 국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어서(보건복지부, 2013) 

일차의료의 도입이 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방향성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조기사망과 질병부담이 큰 생활습관에 대한 건강행위 실천은 질병관리와 

통합할 때 비용효과적이어서 그 무엇보다도 재정적 기반이 중요한 바, 정

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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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음 (38) 2.1 9.9 0.0 0.0 0.0 2.2 0.0 1.3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2.3 1.8 0.7 0.7 0.9 1.0 0.0 0.6 1.2

고졸 이하 (325) 0.7 1.7 1.0 1.1 0.6 0.3 1.6 1.0 0.8

대졸 이상 (407) 1.8 1.1 1.8 1.9 2.1 1.9 1.0 0.5 0.2

모름/ 무응답 (33) 0.0 0.0 3.6 0.0 1.5 1.5 2.6 4.8 2.6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92) 3.1 2.9 2.8 2.7 2.7 2.4 2.1 1.7 1.5

없음 (5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표 1〉 지난 3개월 간 앓은 질병(복수응답): 9순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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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지난 3개월 간 앓은 질병(복수응답) - 계속

응답자수
산부인

과질병
간질병

안과

질병

만성

폐쇄성

폐질병

외과 근육통
골다

공증

더위 

먹어서

목

디스크

전체 (1,000) 0.7 0.6 0.5 0.4 0.3 0.2 0.2 0.2 0.2

성별
남자 (500) 0.0 0.6 0.9 0.2 0.3 0.5 0.0 0.0 0.2

여자 (500) 1.3 0.5 0.1 0.6 0.4 0.0 0.4 0.3 0.2

연령

50~54세 (426) 1.2 1.3 1.1 0.5 0.0 0.3 0.0 0.0 0.0

55~59세 (336) 0.2 0.0 0.0 0.6 1.0 0.3 0.0 0.5 0.2

60~64세 (238) 0.2 0.0 0.2 0.0 0.0 0.0 0.8 0.0 0.4

지역

서울 (202) 2.5 0.4 0.0 0.6 0.6 0.0 0.0 0.0 0.4

인천/경기 (272) 0.0 1.1 0.0 0.3 0.0 0.4 0.0 0.0 0.0

대전/충청 (98) 0.0 0.0 1.3 0.0 0.0 0.0 0.0 1.6 0.0

광주/전라 (102) 0.5 0.0 0.4 0.0 1.9 0.0 0.0 0.0 0.8

대구/경북 (110) 0.0 0.0 0.0 0.7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171) 0.5 0.4 2.0 0.0 0.0 0.8 0.0 0.0 0.0

강원/제주 (45) 0.0 2.2 0.0 3.1 0.0 0.0 4.4 0.0 0.0

지역규모
동지역 (844) 0.8 0.3 0.2 0.3 0.1 0.3 0.0 0.0 0.2

읍·면지역 (156) 0.0 2.0 2.2 0.9 1.3 0.0 1.3 1.0 0.0

직업
있음 (554) 0.5 0.7 0.9 0.6 0.2 0.2 0.0 0.3 0.0

없음 (446) 0.9 0.4 0.0 0.2 0.4 0.3 0.4 0.0 0.4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468) 0.4 0.8 1.0 0.4 0.3 0.2 0.0 0.3 0.0

이용불가능 (86) 1.0 0.0 0.5 1.6 0.0 0.0 0.0 0.0 0.0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자 (957) 0.7 0.6 0.5 0.4 0.3 0.3 0.2 0.2 0.2

의료급여 수급자 (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1.0 0.0 0.0 0.0 0.0 0.0 0.9 0.7 0.7

200~299만원 이하 (181) 0.9 1.7 0.7 0.4 1.1 0.7 0.0 0.0 0.0

300~499만원 이하 (239) 0.7 1.1 0.0 1.1 0.5 0.5 0.0 0.0 0.0

500만원 이상 (217) 0.0 0.0 1.8 0.3 0.0 0.0 0.0 0.0 0.0

모름/ 무응답 (100) 0.9 0.0 0.0 0.0 0.0 0.0 0.0 0.0 0.0

수입이 없음 (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0.0 0.0 0.2 0.3 0.0 0.0 0.8 0.7 0.0

고졸 이하 (325) 1.3 0.0 0.0 0.0 0.6 0.0 0.0 0.0 0.0

대졸 이상 (407) 0.2 1.2 1.2 0.8 0.0 0.6 0.0 0.0 0.4

모름/ 무응답 (33) 4.1 2.2 0.0 0.0 3.8 0.0 0.0 0.0 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92) 1.4 1.2 1.1 0.9 0.7 0.5 0.4 0.3 0.3

없음 (5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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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지난 3개월 간 앓은 질병(복수응답) - 계속

　 응답자수
산부인

과질병
간질병

안과

질병

만성

폐쇄성

폐질병

외과 근육통
골다

공증

더위 

먹어서

목

디스크

전체 (1,000) 0.7 0.6 0.5 0.4 0.3 0.2 0.2 0.2 0.2

성별
남자 (500) 0.0 0.6 0.9 0.2 0.3 0.5 0.0 0.0 0.2

여자 (500) 1.3 0.5 0.1 0.6 0.4 0.0 0.4 0.3 0.2

연령

50~54세 (426) 1.2 1.3 1.1 0.5 0.0 0.3 0.0 0.0 0.0

55~59세 (336) 0.2 0.0 0.0 0.6 1.0 0.3 0.0 0.5 0.2

60~64세 (238) 0.2 0.0 0.2 0.0 0.0 0.0 0.8 0.0 0.4

지역

서울 (202) 2.5 0.4 0.0 0.6 0.6 0.0 0.0 0.0 0.4

인천/경기 (272) 0.0 1.1 0.0 0.3 0.0 0.4 0.0 0.0 0.0

대전/충청 (98) 0.0 0.0 1.3 0.0 0.0 0.0 0.0 1.6 0.0

광주/전라 (102) 0.5 0.0 0.4 0.0 1.9 0.0 0.0 0.0 0.8

대구/경북 (110) 0.0 0.0 0.0 0.7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171) 0.5 0.4 2.0 0.0 0.0 0.8 0.0 0.0 0.0

강원/제주 (45) 0.0 2.2 0.0 3.1 0.0 0.0 4.4 0.0 0.0

지역규모
동지역 (844) 0.8 0.3 0.2 0.3 0.1 0.3 0.0 0.0 0.2

읍·면지역 (156) 0.0 2.0 2.2 0.9 1.3 0.0 1.3 1.0 0.0

직업
있음 (554) 0.5 0.7 0.9 0.6 0.2 0.2 0.0 0.3 0.0

없음 (446) 0.9 0.4 0.0 0.2 0.4 0.3 0.4 0.0 0.4

근무중

병원외래

이용

이용가능 (468) 0.4 0.8 1.0 0.4 0.3 0.2 0.0 0.3 0.0

이용불가능 (86) 1.0 0.0 0.5 1.6 0.0 0.0 0.0 0.0 0.0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자 (957) 0.7 0.6 0.5 0.4 0.3 0.3 0.2 0.2 0.2

의료급여 수급자 (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월 

가구수입

199만원 이하 (224) 1.0 0.0 0.0 0.0 0.0 0.0 0.9 0.7 0.7

200~299만원 이하 (181) 0.9 1.7 0.7 0.4 1.1 0.7 0.0 0.0 0.0

300~499만원 이하 (239) 0.7 1.1 0.0 1.1 0.5 0.5 0.0 0.0 0.0

500만원 이상 (217) 0.0 0.0 1.8 0.3 0.0 0.0 0.0 0.0 0.0

모름/ 무응답 (100) 0.9 0.0 0.0 0.0 0.0 0.0 0.0 0.0 0.0

수입이 없음 (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235) 0.0 0.0 0.2 0.3 0.0 0.0 0.8 0.7 0.0

고졸 이하 (325) 1.3 0.0 0.0 0.0 0.6 0.0 0.0 0.0 0.0

대졸 이상 (407) 0.2 1.2 1.2 0.8 0.0 0.6 0.0 0.0 0.4

모름/ 무응답 (33) 4.1 2.2 0.0 0.0 3.8 0.0 0.0 0.0 0.0

3개월 내 

진료 경험

있음 (492) 1.4 1.2 1.1 0.9 0.7 0.5 0.4 0.3 0.3

없음 (5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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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일차의료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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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향평가 및 지식포털운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 향평가TW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 
-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 :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 :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 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 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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