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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South Korea, major health care problems have been occurred under the structural background that 
medical services are mainly provided by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Primary health care, which is very crucial in public 
health, has been overlooked, and is disorganized and fragmented. In the mean time, health cooperative movement was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and medical doctors to overcome health care problems in 1987. We conducted this study to 
evaluate the role of health cooperative clinics and obtain lessons for the future primary care policy.

Methods: During April to June in 2007, survey was performed by a trained interviewer at the waiting rooms of 3 health 
cooperative clinic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 The KPCAT 
consists of 5 domains (21 items): first contact (5), coordination function (3), comprehensiveness (4), family/community 
orientation (4), and personalized care (5). Subjects were patients (or guardians) who had visited their health cooperative 
clinics on six or more occasions over a period of more than 6 months. We compared primary care scores of each domain 
between members and non-members of health cooperative clinics by student t-test. Effect of having a membership on 
each primary care domains was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the participants (N = 100), members of health cooperatives were 48, and non-members 52. Total average 
scores of 5 primary care domains of the KPCAT were 78.0 ± 13.5 on 100 point scale. (82.0 ± 13.1 in members, and 74.3 
± 13.0 in nonmembers; P = 0.004) Among primary care domains, personalized care was the highest (91.4 ± 11.0),  and 
coordination function the lowest (61.0 ± 33.1) in sco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mbers and nonmembers 
were noted in coordination function (68.9 vs. 53.7, P = 0.021) and comprehensiveness (78.4 vs. 67.2, P = 0.008). These 
differences were continued after adjusting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cluding age, 
sex, income, education, number of disease, and duration since the first visit.

 Conclusion: In the health cooperative clinics whose primary care performance has been considered exemplary in the 
context of health care in South Korea, primary care scores assessed by members were higher than those by non-member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scores in coordination function and comprehensiveness between members and non-
members suggest that the future primary care policy should be focused to strengthen these two domains of primar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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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가의 일차의료 수준이 높을수록 적정 의료비를 지출하

면서도 국가의 건강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난다는 상당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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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난 30년간의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다.1) 그

렇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13개국 일차의료 수

준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최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2) 우리나라는 의료보장 측면

에 있어서는 12년(1977-1989)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성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3) 보건의

료체계의 기반이자 첫 진입지점인 일차보건의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조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료의 상업화와 대기

업의 의료계 진출, 병원 수요에 의한 의료인력 양성, 과잉 배출

된 단과전문의들에 의한 분절화된 서비스 등은 일차보건의료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4)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중심의 일

차보건의료 체계, 새로운 건강 운동, 건강 정보의 건전한 유통, 

지역 사회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5)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인구의 노령화, 경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이 증가하고 있는 데 현재의 치료 중

심적인 의료체계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는 질병치료 보다는 지역 건강 환

경과 연관되며, 결국 전반적인 생활체계와 연관될 수밖에 없

다. 지역의 건강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료생협)이다.6) 의료생협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며, 그 기

관에서 일하는 의료 전문가와 힘을 모아 건강과 관련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7) 의료생협

은 대안적 일차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정책 입안자와 연구

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현재 의료생협에서는 조합원 외에 

일반 주민(비조합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운영

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영이용위원회 등을 통하여 진료 과정

을 점검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서비스, 조합원에 대한 주치의 

사업, 방문간호, 낮 병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건학교, 

건강 마을, 환자 자조 모임 등의 활동에도 참여 할 수 있다. 비

조합원은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

료를 받을 수 있다.8)    

한편, 대안적 일차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생협의 의미와 

그 관심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협의 역할과 기능

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Sung 등에 의

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9)로 측정한 의료생협의 

일차의료 수행성(질)은 개인의원, 보건소 진료실, 병원 가정

의학과 외래의 수행성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1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사에 응한 환자가 조합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조합원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서비스가 다르게 평가될지 모른다는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의료생협을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료생협의 일차의료서비스를 

평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주치의 서비스 등 포괄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과, 기존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

용방식과 동일하게 의료생협의 진료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비

조합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일차의료 정

책 수립 시에 참고할 만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방법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

병원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

은 바 있다.

1. 연구 대상기관
연구 수행 당시 전국에 의료생협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운

영 중인 기관은 6곳 이상이었으나,  진료업무 개시 후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의료생협으로서 가정의가 근무하는 서울-

경기 지역(인천광역시, 안산시, 안성시) 의료생협의원 3곳만

을 일차의료서비스 평가 대상기관으로 하였다. 이렇게 평가 

대상 기관을 제한한 것은 질적으로 더 나은 자료를 얻기 위해

서였다. 이들 의료생협은 단독 진료 형태의 기존의 개인의원

들과는 다르게 2인 이상의 가정의가 공동 진료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었다. 

2. 일차의료서비스 평가의 주체
의료생협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평가

자로 하였다.  의료생협의 조합원과 일반 주민(비조합원)을 

모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상용치료원이란, 환자 또는 주

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방문한 횟수

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해당 의료기관(제공자)을 호칭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환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환자가 만 18세 

이상이어도 읽고 쓰기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를 평가자로 하

였고 그 외 만 18세 이상의 환자인 경우는 본인을 평가자로 하

였다.

3. 자료 수집
KPCAT 개발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일정한 교

육을 받은 설문 조사 요원이 일차의료기관의 대기실에서 진

료목적으로 대기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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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한 바 있다.9) 이 연구는 그 중 인천광역시, 안산시, 안성

시에 소재한 의료생협의원 3곳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이 3곳에서는 자료 수집시 조합원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

다.  

4. KPCAT
KPCAT는 우리나라 일차의료 개념 정의11)를 바탕으로 문

항 수집과 개발, 전문가 자문, 요인 분석,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개발되었다.9) 이것은 환자 등 서비스 이용자가 일차의료를 평

가하는 설문 도구이다. 최초접촉(5문항), 포괄성(4문항), 조정 

기능(3문항), 전인적 의료(5문항), 가족/지역사회 지향성(4문

항) 등 5개 영역, 2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최종 점수는 100점 척도로 환산하여 제시된

다. 설문의 내용에는 인구사회학적 질문(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음주, 운동, 월평균 가구 총소득 수준, 학력 수

준,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개수, 방문 기간) 10개 문항을 추가로 

포함시켰다(Appendix).

5. 통계분석
통계 처리는 SAS ver. 8.11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학적 변수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 검정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일차의료 속성영역 점수 

비교를 위해서 t-검정을, 그리고 교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일차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조사 요원의 방문 시간 동안, 의료생협의원 3곳을 상용치

료원으로 이용한 주민은 총 130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일차의

료서비스 평가 취지에 동의하고 연구에 참여한 주민은 100명

(76.9%)이었다. 참여자와 불참자(30명, 23.1%) 사이의 연령과 

성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불참 사유는 대부분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1. 연구에 참가한 주민(서비스 이용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주민은 의료생협 소재지 별로 인천 35명, 

안산 30명, 안성 35명이었으며, 연령, 성, 소득, 교육수준, 그리

고 조합원 유무에 있어서 각 소재지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cluded in the study sample.

Health cooperative clinic by location
P-value*

Total 100 (100.0) Incheon 35 (35.0) Ahnsan 30 (30.0) Ahnseong  35 (35.0)

Age (y) < 40 17 (100.0)   7 (41.2)    7 (41.2)   3 (17.7) 0.426

40-64 57 (100.0) 18 (31.6) 15 (26.3) 24 (42.1)

≥ 65 26 (100.0) 10 (38.5)   8 (30.8)   8 (30.8)

Sex Male 31 (100.0) 11 (35.5)   7 (22.6) 13 (41.9) 0.486

Female 69 (100.0) 24 (34.8) 23 (33.3) 22 (31.9)

Income (won/mo/household) < 150 44 (100.0) 15 (34.1) 14 (31.8) 15 (34.1) 0.564

150-299 36 (100.0) 11 (30.6) 13 (36.1) 12 (33.3)

≥ 300 20 (100.0)   9 (45.0)   3 (15.0)   8 (40.0)

Education (y) < 10 61 (100.0) 19 (31.2) 19 (31.2) 23 (37.7) 0.889

10-12 24 (100.0) 10 (41.7)   7 (29.2)   7 (29.2)

≥ 13 15 (100.0) 6 (40.0)   4 (26.7)    5 (33.3)

Membership Member 48 (100.0) 19 (39.6) 11 (22.9) 18 (37.5) 0.323

Non-

member

52 (100.0) 16 (30.8) 19 (36.5) 17 (32.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from χ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comparing a distribution difference among three sub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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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총 48명이었고, 비조합원은 52명이었다. 40-64

세 연령군의 비중이 커서 57%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9%로 

다수를 이루었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 수준은 150만 원 미만이 

44%였으며, 10년 미만의 학력수준이 61%로 가장 많았다. 조합

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있어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2. KPCAT 5개 영역별 일차의료 점수
의료생협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평가한 

의료생협의 일차의료 평균 점수는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78±13.5점이었다. KPCAT 5개 일차의료 속성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전인적 의료로서 91.4±11.0점이었으

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조정기능으로서 61.0±33.1

점이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평가한 의료생협의 KPCAT 

일차의료 속성영역들 중, 조정기능(68.9±30.1 vs. 53.7±34.3; 

P=0.021)과 포괄성(78.4±19.9 vs. 67.2±21.6; P=0.008) 영역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Table 3).

3. 의료생협 조합원 여부와 일차의료서비스 질(영

역별 평가점수)과의 관련성
각 일차의료 영역별 점수를 반응(종속)변수로 하고 연령, 

성, 가구 소득, 교육수준, 질병 수, 처음 방문 후 경과기간, 조합

원 여부 등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통제

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조합원

이 조합원이 되는 것은 의료생협의원의 일차의료서비스 조정

기능에서 13.3점(P=0.054), 포괄성에서 9.3점(P=0.041), 그리고 

일차의료 평균 점수에서는 6.5점(P=0.017) 높은 점수로 평가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찰

일차의료는 기존의 일차진료가 일차보건의료의 이념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념이다.12)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의 개념이 오랫동안 정립되지 못해

왔지만, 2006년 델파이 연구를 통해 그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차의료란, “환자의 가족과 지역 사회

Table 2. Comparis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membership of  health cooperative.

Characteristic Total (N = 100) Member (N = 48) Non-member (N = 52) P-value*

Age (y) < 40 17 (100.0)   7 (41.2) 10 (58.8) 0.411

40-64 57 (100.0) 27 (47.4) 30 (52.6)

≥ 65 26 (100.0) 14 (53.9) 12 (46.2)

Sex Male 31 (100.0) 14 (45.2) 17 (54.8) 0.703

Female 69 (100.0) 34 (29.3) 35 (50.7)

Income (won/mo/household) < 150 44 (100.0) 24 (56.8) 19 (43.2) 0.242

150-299 36 (100.0) 22 (38.9) 22 (61.1)

≥ 300 20 (100.0)   9 (45.0) 11 (55.0)

Education (y) < 10 61 (100.0) 28 (45.9) 33 (54.1) 0.408

10-12 24 (100.0) 11 (45.8) 13 (54.2)

≥ 13 15 (100.0)   9 (60.0)   6 (40.0)

No. of diseases 0 24 (100.0) 10 (41.7) 14 (58.3) 0.116

1 51 (100.0) 22 (43.1) 29 (56.9)

2 or more 25 (100.0) 16 (64.0) 9 (36.0)

Duration since the first visit (y) ≤ 5 42 (100.0) 16 (38.1) 26 (61.9) 0.092

> 5 58 (100.0) 32 (55.2) 26 (44.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from χ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comparing a distribution difference between two sub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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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

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 문

제들을 해결하는 분야이다. 일차의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는 최초접촉, 관계의 지속성, 포괄

성, 조정기능이라는 4가지 핵심속성과 전인적 의료, 가족/지

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보완속성을 갖는 개념이

다.11) 이러한 개념 정의는 바람직한 미래를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격차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

서도 의료생협은 예외적이다. 의료생협은 주민 참여, 지역 사

회 접근법, 조합원들에 대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

서, 일차의료 속성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은 공

중보건 업무와 일차의료서비스를 계획적으로 통합하면서, 건

강 요구에 기초하여 지역 사회에 일차의료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점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Community 

Oriented Primary Care)13)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특징

들 때문에 의료생협은 국내에서 바람직한 일차의료기관의 본

보기로 보건학자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렇지

만 정작 국내에서 의료생협과 관련된 문헌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의료생협이 제공하는 일차의료의 질에 관한 연구보고는 

본 논문이 최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KPCAT 개발과정에서 조사된 의료생협에 관

한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이 도구는 한국 일차의료 개념정의 

Table 3. Primary care scores of 5 domains of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by membership of health cooperative.

Domains No. of items Total (N = 100) Member (N = 48) Non-member (N = 52) P-value*

First contact†   5  89.3 ± 11.5 90.9 ± 11.0 87.8 ± 11.9 0.173

    First contact-utilization 91.8 ± 17.5 92.7 ± 17.8 90.9 ± 17.2 0.600

    Facility accessibility 88.8 ± 21.8 90.6 ± 19.7 87.0 ± 23.5 0.410

    Cost appropriateness 84.0 ± 19.4 84.9 ± 20.5 83.2 ± 18.3 0.658

    Demographic accessibility 96.5 ± 11.2         97.9 ± 8.7 95.2 ± 13.1 0.221

    Basic health care 85.5 ± 24.9 88.5 ± 21.2 82.7 ± 27.8 0.243

Personalized care  5 91.4 ± 11.0 98.9 ± 10.0 86.7 ± 11.8 0.204

Coordination function   3 61.0 ± 33.1 68.9 ± 30.1 53.7 ± 34.3 0.021

Comprehensiveness   4 72.6 ± 21.4 78.4 ± 19.9 67.2 ± 21.6 0.008

Family/community orientation   4 75.7 ± 18.9 78.7 ± 17.9 72.8 ± 19.6 0.117

Total average score 21 78.0 ± 13.5 82.0 ± 13.1 74.3 ± 13.0 0.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P-value from the Student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comparing a mean differences between two subgroups. †Score of this domain 

was calculated by averaging scores of the five subdomains. 

Table 4. Association of having a membership of health cooperative 

with scores of the 5 primary care domains on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First contact* 3.460 2.416 0.156

First contact-utilization 2.153 3.756 0.568

Facility accessibility 3.602 4.670 0.443

Cost appropriateness 2.875 3.946 0.468

Demographic accessibility 2.689 2.456 0.277

Basic health care 5.983 5.471 0.277

Personalized care 2.247 2.200 0.310

Coordination function     13.263 6.800 0.054

Comprehensiveness 9.262 4.471 0.041

Family/community orientation 4.461 4.001 0.269

Total average score 6.539 2.688 0.01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education years, number of diseases, and duration since 

the first visit. Membership was treated as a dummy variable. It is 

interpreted that those having a membership assessed primary care 

scores higher than those having not by each parameter estimate. 

*Score of this domain was calculated by averaging scores of the five 

sub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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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005)에 참여했던 일차의료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

어 개발되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사용되

어 왔던 일차의료 설문도구에서 190문항을 수집하고, 전문가 

9인의 자문을 받으며 우리나라 일차의료 측정에 적합하게 보

이는 30문항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25문항에 대

해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인자분석을 거

쳐 최종 21문항의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를 완성하고, 그 타

당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문헌에 발표하였다.9)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KPCAT를 적용한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이 도구 적용에 있어서 서

비스 평가 주체는, 평가 대상 기관을 상용치료원으로 두고 있

는 환자(이용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

스를 받게 된다.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사람은 예방 진료를 받

을 가능성이 높으며,14,15) 높은 금연율과 관련이 있음이16,17) 연

구된 바 있다. 주치의제도나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우리나

라에서 상용치료원을 두고 있는 국민의 비율은, 주요 선진국

들(90% 이상)18)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약 30%)14)에 불

과하므로, 그 평가 결과가 실제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

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KPCAT 적용 결과는 

환자(이용자) 입장의 일차의료 평가이므로 서비스 제공자나 

제 3자가 평가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사실이다. 셋째, KPCAT는 일차의료 수행성에 대한 전반적

(general) 평가도구이므로 단과전문의에 의한 분절화된 1차 진

료 또는 질병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특이적(speci�c) 평가도구

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일차의료 평가에 참여한 환자(이용자)

들은 의료기관 소재지나 조합원 여부별로 연령과 성뿐만 아

니라 가구당 소득과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분포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대부

분의 의료생협은 도시 서민 거주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과, 생

활협동조합법에 의해 동일한 운영방식을 따르는 공통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일반주민(비조합원)들 

보다 높은 수준의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P=0.004), 이러한 차이는 KPCAT 일차의료 속성영역들 중에

서 조정기능(P=0.021)과 포괄성(P=0.008) 영역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능은 환자의 건강요구에 적

합하게 건강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한, 그러한 서비스들과 지역사회 자원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 

또는 그 합리적인 배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포괄성이란 지

역사회와 환자의 건강관련 요구사항들을 모두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남녀 

구분이 없이, 모든 연령에서, 모든 질병과 건강 스펙트럼에서 

환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19) 조합원

으로 가입하게 되면, 의료생협 의료진으로부터 주치의 서비

스를 받게 되며 지역주민으로서 기관의 지역보건 활동과 기

관 운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보다 향상된 수준의 일차의료서

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포괄성과 조

정기능의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 의해 분절화된 서비스가 경쟁

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각 분야 전문의들의 개업이 허

용되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로웠던 프랑스는 최근에 

주치의제도를 도입(2005)하였는데, 제도도입의 가장 큰 목적

은 바로 일차의료의 조정기능 강화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20,2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연구대상인 의료생협 3개 

기관으로부터 얻은 100건의 자료를 의료생협 전체 자료로 일

반화시키기에는 기관의 수와 표본자료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동질성과 조

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진료업무를 개시하고 2년이 경과하

고, 가정의가 근무하는 기관만을 선정하였다. 향후 보다 대표

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둘째, 의료생

협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는 비조합원의 경우, 개인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개인의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결과 해석 시 주의

를 요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조합원 가입 여부와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

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맥락에서 모범적인 일차

의료기관으로 평가되는 의료생협의원에서, 주치의 서비스를 

받는 조합원이 평가한 의료생협의 일차의료서비스 질은 기존

의 방식대로 외래진료를 받는 비조합원이 평가 한 것보다 우

수하였다. 특히 일차의료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 조정기능과 

포괄성 영역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향후 주치

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 정책 수립 시에, 일차의료의 조정기

능과 포괄성 영역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요약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사적소유가 

지배적이며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일차보건의료는 간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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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분절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

러한 보건의료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의

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운동이 

시작(1987)되었다. 의료생협은 일차의료의 바람직한 대안으

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의료생협이 수행하는 일차의

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여 향후 일차의료 정책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한국 일차의료 평가 도구(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

ment Tool, KPCAT) 개발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수

집된 자료 중에서, 인천시, 안산시, 안성시에 위치한 의료생협 

세 곳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의료생협을 상용치료원으로 이

용하는(방문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방문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평가 주체로 참여하였다. KPCAT의 5개 영역 

즉,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 기능, 전인적 의료, 가족/지역사회 

지향성에 대해서, 영역별 점수를 구하고 의료생협 조합원 여

부에 따라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인 변

수를 통제한 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영역

별 점수비교에는 t-검정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통제

에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의료생협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 100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의료생협 조합원은 48명, 비조합

원은 52명이었다. KPCAT 일차의료 속성영역 5개 평균점수

를 100점 척도로 나타내었을 때, 의료생협의원의 일차의료 

평균점수는 78.0±13.5 (조합원 82.0±13.1, 비조합원 74.3±13.0; 

P=0.004)이었다. 일차의료 영역들 중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전

인적 의료(91.4±11.0), 최초접촉(89.3±11.5)이었으며, 점수가 

낮은 것은 조정기능(61.0±33.1), 포괄성(72.6±21.4)이었다. 조

합원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조정기능(68.9 

vs. 53.7, P=0.021)과 포괄성(78.4 vs. 67.2, P=0.008)이었다. 이 같

은 차이는 연령, 성, 소득, 교육수준, 질병의 수, 첫 방문 후 경과

기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

다. 

결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맥락에서 모범적인 일차의료기관

으로 평가되는 의료생협의원에서, 주치의 서비스를 받는 조

합원이 평가한 의료생협의 일차의료서비스 질은 기존 방식의 

진료를 받는 비조합원이 평가 한 것보다 우수하였다. 특히 조

정기능과 포괄성 영역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점은,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 정책 수립 시에, 일차의료의 조

정기능과 포괄성 영역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중심단어: 일차보건의료; 질 관리; 상용치료원; 의료생활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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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
(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FC1. 귀하나 귀 가족의 건강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의료기관보다 이곳을 먼저 방문합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C2. 귀하나 귀 가족이 이곳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예: 위치, 교통 편의성, 집으로부터의 거리,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유무 등)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C3. 이곳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직접 내는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적절합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C4. 이곳 의사 선생님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환자를 진료합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C5. 귀하나 귀 가족은 간단하고 흔한 처치나 시술이 필요하다면,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습니까? 혹은 받

을 의향이 있습니까? (예, 상처 소독, 찢어진 피부 상처 꿰매기, 석고붕대[깁스] 하기 등)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Comp1. 귀하나 귀 가족은 진찰, 혈압 측정, 혈당 검사,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 등 기본적 진료를 이곳에서 받습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Comp2. 귀하나 귀 가족은 주요 암의 예방과 조기검진에 관한 상담을 이곳에서 받습니까? (예,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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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3. 귀하나 귀 가족은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사(Pap smear)를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습니까? 혹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Comp4. 귀하나 귀 가족은 정기 건강검진을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받습니까? 혹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Coord1.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예: 특정 전문

의／의료기관, 사회복지센터, 마을체육시설, 간병단체, 금연상담전화 등)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 귀하나 귀 가족은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니면서 다른 (세부) 전문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8-a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 19번으로 가시오.

Coord2. 찾아간 (세부) 전문의는 이곳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 추천받은 의사였습니까?

□① 거의 그랬다. □② 대체로 그랬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Coord3.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세부) 전문의에게 의뢰한 후, 그 결과에 관심을 보입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PC1. 이곳 의사 선생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관심을 가집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PC2. 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하는 설명이나 질문을 잘 이해합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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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3. 이곳 의사 선생님은 검사결과와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PC4. 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중요한 병력을 알고 있습니까? 

□① 거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모르고 있다.       □⑤ 거의 모르고 있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PC5. 귀하나 귀 가족은 이곳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판단을 신뢰합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am/Com1. 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귀하나 귀 가족)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있습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am/Com2. 이곳 의사 선생님은 이 지역의 보건과 복지 사정,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am/Com3.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 지역사회 보건의

료 관련 토론회, 주민건강 강좌, 등)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Fam/Com4.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불만 신고함 운영, 주민 

설문조사 등등)

□① 거의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없음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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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여기서의 환자는 귀하이거나 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1. 환자의 생년월일  _________ 년/_______ 월/ _______ 일,   성별  □① 남   □② 여

2. 환자의 키와 체중은? 키 __________ cm,  체중 _______ Kg

3. 이곳 의사 선생님을 처음 방문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표 해 주십시오.

    

4. 환자의 건강에는 현재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음 중 해당 증상에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에 제시 안 

된 경우 빈 칸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증상

□없음  □기침      □가래    □콧물    □복통    □소화불량   □변비   □설사

□요통  □무릎통증  □불면    □불안    □우울    □빈뇨       □성기능 장애

□피부  □열        □피로    □체중감소  _____________   ____________

치료(관리) 받고 

있는 병명

☐없음 

☐있음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5. 환자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⑨ 모름 

6. 환자의 흡연습관은? □① 습관적으로 피운 적 없음   □② 끊었음  □③ 습관적으로 흡연함

6a. 만일, 흡연하신다면, 하루 량을 다음 줄자 위에 ✔ 표 해 주십시오.

7. 환자께서 일주일 동안 마시는 술의 양을 소주로 계산하면, 모두 얼마나 됩니까? 다음 줄자 위에 ✔ 표 해 주

십시오.

8. 환자께서 건강을 위하여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예, 속보, 조깅, 등산, 수영 등)을 20분 이상 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몇 회나 됩니까?

9. 환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 표 해 주십시오.

10. 귀 댁의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표 해 주십시오(이자수입이나 생활지원금 등을 모두 합한 

것. 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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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서비스 평가 설문

참가자 선별 질문과 동의서

  본 설문은 의료진의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또는 환자)께서 이곳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모두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잘 모르시거나 해당사

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⑨ 해당 없음(잘 모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비워 두지는 말아 주십시오). 

  귀하의 답변 내용은, 일차의료서비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 정보나 응

답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개별적 응답내용은 담당 의료진에게도 비밀

이 유지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은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참가 대상:

  a) 만 18세 이상의 환자인 경우, 본인 □

  b) 환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

  c) 환자가 읽고 쓰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

  위의 a, b, c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① 이곳을 처음 방문하고 6개월이 넘어야 하며, 동시에 ② 진료 

목적으로 이곳 가정의학 전문의 ______________ 선생님을 방문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참가하실 수 있습니

다.

본 서비스 평가의 취지에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07년 ____월 ____일

< 문의: 일차의료연구회 ○○○ (○○의대 ○○의학 교실)

이메일: 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