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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건강증진

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서비스 제

공자가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어 포괄성과 조정

성이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중

심 일차의료도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 모델 중 하나로 소개

되고 있는데 특정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최대로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함께 수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료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건강, 의료와 관련된 생활상의 필요

를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과 협동하여 만든 주민자

치조직이다. 지역주민의 건강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

역주민이 일상적으로 건강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예방실을 통해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

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합사업부를 중심

으로 지역활동을 전개하여서 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환경을 변

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 특성으로 인해 의료협동조합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활동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의료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을 통해 분류한 의

료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의료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는 과정과 맥

락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간 의료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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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활동들을 참여관찰 하였으며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관의 일차

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지역사

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는 복잡한 맥락과 수행에 참여하는 다양

한 구성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수행하는 혼합방법연구를 수행하였다. 혼합방법연구

중에서도 양적연구를 먼저 수행한 후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순차적

설명설계방법을 선택하였다.

양적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가지고 15개 의료협동조합에

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8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한 설문자료는 다수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의료협동조합

조직 특성으로 분류한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일차의료서비스 질과

의 연관성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의 연관성

을 확인하였다. 후속 질적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심층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는 조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을 탐색하였다. 4개로 분류한 의료협동조합 유

형들을 비교하는 다중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립시기, 위치, 일차의료기관

유형, 운영사업소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최대변량표집을 실시하였

다. 또한 의사, 한의사,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합사업부 책임자, 조

합원 등 역할과 경험이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을 연구참여자로 포

함하였다. 총 28명의 연구참여자가 심층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양적연구연구결과와 질적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

다. 첫째, 개인 중심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은 일부 의료협동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질적연구를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습

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은 진행되었으나 지역사회의 건

강문제를 사정하는 활동은 전조합원 설문조사로 대체되었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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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증진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개인 중심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중 고위험 개인을 대

상으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연계하는 방법은 일차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연관성이 있었다. 의료협동조합의 보건예방실은 의료기

관을 방문한 만성질환자에게 전문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조합

내 자원을 연계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는

데 양적연구를 통해 보건예방실이 없는 의료협동조합에 비해 보건

예방실이 있는 의료협동조합에서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참여하

는 구성원들이 통합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이

해하는 것과 서로의 가치와 선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며 각 영역에 명확한 역할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각 부문

들을 연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는 데는 의료협동조합 간 조

직적 맥락의 차이보다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맥락이 더 크게 영

향을 미쳤으며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맥락 중 행위별수가제와 임

상전문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행위별수가제는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임상전문성을 강

조하는 교육정책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

가를 양성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자 하는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의료협동조합, 건강증진, 일차의료,

통합, 혼합방법연구

학번: 2013-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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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의 보유 비중이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영역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질병이 진행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

는데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병원의료는 만성질환자의 복

합적인 필요를 조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community-based primary care)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세계적으로 시행

되었다(OECD, 2017).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

로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중보건의 방식을 일

차의료에 통합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 이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인구

집단 전체의 관점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치료중심의

생의학적 모델에 기반 한 일차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정성과 포괄성

이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WHO, 2018).

공중보건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인구집단 전체와 개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로는 건강감시(health surveillance), 건강증진, 질

병 및 사고예방 등이 있으며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감염성질환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었다(Rowan, Hogg & Huston, 2007). 그러나 만성질환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이 때 일차의료에 통합되는 공중

보건은 주로 건강증진이었기 때문에(Levesque, Breton, Senn, Levesque,

Bergeron & Roy, 2013),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의 맥락에서 사용

되는 공중보건과 일차의료의 통합에서의 공중보건을 건강증진으로 대치

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도 건강증진

과 일차의료의 통합 모델 중 하나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는 특정 지역

사회의 건강수준을 최대로 향상시키고자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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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함께 수행한다(Gofin, Gofin & Stimpson,

2015; Iliffe & Lenihan, 2003).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최근 제안되고 있

는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 방법이 주로 개인 중심 건강증진을 일차

의료에 통합하여 포괄성과 조정성이 높은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반면(Levesque et al., 2013),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는

일차의료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하여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

화하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일차의료에

가장 온전하게 수용한 모델로 평가 받았다(IOM, 2012).

한국도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3.8%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57.1조원으로 전체진료비의 83.9%를 차지하여 만성질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질병관리본부, 2019). 이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도 일차

의료에 건강증진을 접목한 사업들을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시행한 지

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면 건

강생활습관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 정책으로 개인 중심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

에서 교육과 상담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김희선, 유빛나, 이은환, 2018), 아직은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

합에 대해 살펴본 만큼의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보건소

역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의 업무가 부서별로 분절되어 있어서(홍남수, 이

주형, 김창훈, 홍지역, 권근상, 2019),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일차의료가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 또한 건강증진과 일차의

료의 통합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건강, 의료와

관련된 필요를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과 협동하여 만든 주

민자치조직으로 1994년 안성에 최초로 설립되었다(임종환, 2011). 안성의료

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자들은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의료보험통합과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건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였

고 그 결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가진 협동조합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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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보건의료기관을 창립하였다(이인동, 2011; 김범수, 김현희, 2005).

또한 의사 위주, 치료 위주, 대형병원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보건의료체

계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위주, 예방 위주, 일차의료가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건강문

제를 상의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보건예방실을 설치하

여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조

합사업부를 중심으로 지역활동을 전개하여 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환

경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

미, 민현정, 2004). 이러한 활동 특성으로 인해 의료협동조합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 평가 받았다

(최윤구, 김경우, 최용준, 성낙진, 김재용, 박진하, ... & 이재호. 2010).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차의료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보건의료운동 조직 등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료협동조합을 파

악하고 있었으며(오춘희, 김선화, 이상윤, 2020; 이재희, 윤민화, 2018;

Sung, Suh, Lee, Ahn, Choi, Lee & Korean Primary Care Research

Group, 2010), 의료협동조합의 활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

심 일차의료의 틀로 의료협동조합을 들여다본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하는 연구들로(Gavagan, 2008), 지역사회중심 일차

의료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효과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Vermeulen, 2017; Gavagan,

2008; O'Connor, 1989),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다룬 국내 연구들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박일환, 2013; 김경우, 2008; Joe Byungwook

Kim, 이윤환, 주은경, 전기홍, 2000). 

2020년 5월 현재 일부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만

성질환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

로 제공하고 조합 내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는 케어코디

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 구성

으로 하는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 주치의를 시행하고 있었다

(오춘희 외, 2020). 그러므로 의료협동조합을 통해 최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제안되고 있는 일차의료와 개인 중심 건강증진의 통합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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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일차의료의 특성인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모두 살

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림 1>.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협동조합을

통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맥락을 심층적으

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건강증진과 일차

의료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1>공중보건과일차의료통합과 관련된 개념들간 관계

제 2 절 연구목적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진과 일차의료가 통합되는 맥락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협동조합

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제공되는 맥

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건강증진

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는 논의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연구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의 조직 특성과 지역사회중심 일차

의료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둘째, 질적연구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상

황을 파악한다.

셋째, 질적연구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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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과 연구윤리

1. 연구의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인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이론에 대해 다루었고 의료협동조합을 소개하

였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먼저 혼합방법연구의 특

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구분하여

연구대상, 연구자료에 대해 서술하였다. 분석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각 연구결과의 통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전체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4장은 양적

연구로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의료협동조합의 일차의료서비스 질, 개인

중심 건강증진 활동참여, 의료협동조합 운영 과정 참여와의 연관성을 확

인하였다. 이를 위해 15개 의료협동조합에서 수집한 1,186부의 설문자료

를 사용하여 기초분석과 다수준분석을 수행하였다. 5장은 질적연구로 의

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의료협동

조합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

락을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6장은 종합결과로 양적연구결과와 질적연

구결과를 통합하여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조직적, 체계적,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7장은 논

의 및 결론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

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기여

를 논의하였다.

2. 연구윤리

이 연구는 2018년 6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

(IRB No. 1806/001-005)을 받았으며 승인 받은 내용과 절차, 방법에 따

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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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1)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정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는 특정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최대로 향상시

키기 위해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일차의료이다. <표 1>와 같이 여러 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점을 정리하면 위와 같

다.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선정하

고 선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과정 전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지역사회의 건강정보와 건강필요는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시에 반영된다. 지역주민의 건강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주로 취약지역에 적용되었으며 지역사회 건강증

진활동을 수행하면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중보건과 일

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모델로 소개되었다(Iliffe & Lenihan, 2003).

따라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특

정한 지역사회에 책무성을 갖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성이 담보되고

포괄적이며 조정된 일차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의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건강필요를 진단할 수 있는 역학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역보건요원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를 조

사하고 이에 따른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넷째,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수행, 평가 등의 전체 과정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보건요원을 통해 우선순위, 규범, 가치 등 지역사회에 밀착

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보건의료서비스에 제공 시 반영하며 지역보건

요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Gofin & Gof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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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의

IOM(1983)

“The provision of primary care services to a defined
community, coupled with systematic efforts to identify and
address the major health problems of that community
through effective modifications in both the primary care
services and other appropriate community health programs.”

IOM(1984)

“An approach to health care delivery that undertakes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of a defined population which
is practiced by combining epidemiologic study and social
interventions with clinical care of individual patients, so
that the primary care practice itself becomes a community
medicine program. Both the individual patient and the
community or population are the foci of diagnosis,
treatment and ongoing surveillance”

King’s
Fund(1994)

“A continuous process by which primary health care is
provided to a defined community on the basis of its
assessed health needs by the planned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with primary care practice.”

<표 1>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2)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역사적 맥락

1940년 Sidney Kark와 Emily Kark은 남아프리카의 의료취약지인

Pholela에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양의학이 도입되지 않은 시골지

역이었기 때문에 Health unit을 설치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

며 지역보건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건강 문제를 파악

하였고 이를 개선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이 때 주민대표들을

지역보건요원으로 훈련시켜서 지역조사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학교 선생

님들을 건강증진 교육을 수행하는 건강교육사로 동원하여 지역사회참여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들은 일차의료, 지역사회 의학, 예방의학, 역

학, 건강증진의 요소를 모두 접목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Pholela 지역신생아 사망률과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지역 전체의 건강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Sidney Kark와 Emily

Kark은 후에 이 방법을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로 명명하였다(Mullan &

Epstein, 2002; Longlett, Kruse & Wesley, 2001).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는 미국과 영국의 일차의료 정책에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 1965년 미국에서는 의료취약지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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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보건소를 설립하였고 지역보건소 활동에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활동 경험은 이후 1978년에 발표된 알마아타 선

언에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원리를 반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영국에서는 이차진료와 지역보건 서비스 예산을 일차의료의사에

게 배정하여 일차의료의사가 환자를 대신해 구매하도록 하는 General

Practitioner Fundholding 제도와 일차의료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

공하면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Personal Medical

Services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일차의료의사에게 등록환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제공한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하는 필요

성이 생기게 되면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도입하게 되었다(Gillam

& Schamroth, 2002). 그러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습득해야 하는 기술이 많고, 시간, 자원이 많이 들

었기 때문에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Levesque et al., 2013; IOM, 2012).

3)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실행 과정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실행과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Hebrew 대학에서 정의한 ‘COPC cycle’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Mullan & Epstein, 2002). 7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의 실행이 순환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보여주기 위해

‘cycle’ 형태로 구성되었다(Chen, Lichtenstein, Northrip & Horn, 2010;

Epstein, Gofin, Gofin & Neumark, 2002). COPC cycle의 각 단계는 다

음과 같다<그림 2>.

(1) 지역사회 진단하기(Community diagnosis)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양적자료와 질적자료를 모두 사

용하여 정의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한다. 지역

사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과 지역사회의 대

표들에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부여하여 이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입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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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순위를 선정하기(Prioritization)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과제들의 우선순

위를 따져본 뒤 한 번에 하나의 문제에만 개입한다. 주민참여가 핵심적

으로 요청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도 동의하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선정된 건강문제 사정하기(Detailed problem assessment)

선정된 건강문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정된 건강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시행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방법

으로 제안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 문헌 고찰

등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정된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 상황의 맥락을 파악한다.

(4) 개입방법 기획하기(Intervention planning)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개입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는

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과제로 선정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개입방법을 기획한다.

(5) 수행하기(Implementation)

서비스 제공팀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수행한다.

(6) 수행한 개입방법 평가하기(Evaluation)

수행한 개입방법이 성공하였는지 평가한다. 이 때 평가한 결과는 다음

번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의 기본 자료가 된다.

(7) 재평가하기(Re-assessment)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서비스 제공과정은 지속적인 순환과정으로 선정

된 개입방법이 완료되면 우선순위 선정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건

강문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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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PC Cycle

4)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원칙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Gofin, & Gofin, 2011; Conner & Mullan, 1983). 첫째, 특정

한 지역사회 전체에 책임을 가지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과 고위험군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필요를 파

악하고 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

째, 개입은 건강한 상태와 질환이 있는 상태의 연속선상에 있는 모든 단

계를 다루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건강한 사람과 불건강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의사결정 및 수행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 서비스 제

공팀에 대한 기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서비스 제공팀과 지역주민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꾸는 경험을 함으로써 지역주민 개인은 물

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역량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 11 -

제 2 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협동조합)은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

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 운영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20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의

료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48,554명이 참여하고 있었다.1)

협동조합은 일반 시민이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으

로 투자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한

다(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2014). 협동조합기본법에

서는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분야의 사회서

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적 필요는 있지만 충족되고

있지 않은 부분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하고 잉여금은 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중앙행

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

독 대상이 된다(기획재정부, 2012).

의료협동조합은 노인건강, 만성질환을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

료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환자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적정진료를 하는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

며 주민들이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프로그

램, 반찬배달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간호사업

소, 요양원 등의 시설을 운영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의 건강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활

1)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hwsocoop.or.kr/ html/sub01/

sub01_0101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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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2004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인 ‘길동무’ 재가

케어사업과 2015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방문진료, 방문

간호, 방문요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복지서

비스 통합방안인 팀주치의와 건강코디네이터 제도를 경기도 건강조례와

장애인건강권법에 제안하였다.

2) 의료협동조합형 주치의제도와 조합원평생관리체계

의료협동조합은 의료협동조합형 주치의제도와 조합원평생건강관리체계

를 개발하였다(한국의료협동조합연합회, 2012). 의료협동조합형 주치의는

‘조합원이 평생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건

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 활동을 북돋우고 관련정보를 제공하

며 건강자원들을 연계하는 활동과 틀이다. 건강자원은 조합원 자신의 역

량, 의료협동조합 소속의 의료기관과 의료인, 조합원의 자조모임을 포함

한 소모임활동, 의료협동조합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건강프로그램을 모두 일컫는다’라고 정의하였다.

조합원 평생건강관리체계는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스스로

의 역량과 협동조합의 자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자원을 활용하여 평

생에 걸쳐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

하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건강역량을 높여가는 다각적 활

동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적 마련이다’ 라고

정의하였다<그림 3>.

의료협동조합형 주치의제도에서는 보건의료인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

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필요

한 기술을 지원하는 동반자로 정의하였으며 조합원이 스스로 건강생활습

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합원 평생관

리체계에서는 조합원이 지역사회의 건강결정요인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 이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역량을 강화하

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의료와 개인 중심 건강증진의 통

합,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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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합원 평생건강관리체계

3)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활동

의료협동조합에서는 1, 2, 3차 예방으로 구분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수행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주로 보건예방실에서 담당하였다(보건복지

위원회 통합건강매뉴얼 2.0V, 2017).

(1) 1차 예방활동

건강한 조합원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으로 건강

교육, 건강생활습관 갖기 모임, 건강마을 만들기, 보건학교를 진행하였다.

① 건강교육

정기적인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건강, 의료, 의료정책, 의료기관 이

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건강메뉴’로 개발하였고 대의원이 마을에서 건강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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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소모임

지역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모임으로 걷기, 요가, 체조, 탁구

등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건강마을 만들기

개인의 건강이 이웃 및 지역사회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성의료협동

조합에서는 초등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위해한 환경을 조사하는 ‘꿈지도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여 도로 턱 없애기, 화단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다. 인천의료협동조

합에서는 지역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마을걷기 10개 코스’를 개발하였다.

④ 보건학교

지역보건요원 활동을 수행하는 보건위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

하였다. 보건위원은 마을에서 모임을 조직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하며 응

급처치, 혈압, 당뇨체크 등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건강필요를 확인하여

의료협동조합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 2차 예방활동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검진센터가 있는 의료협동

조합에서는 조합원 정기검진을 시행하였고 건강검진 사후 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였다. 건강관리수

첩을 배포하여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수치를 기록하고 관

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성질환자와 고위험군 집단을 조직하여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① 건강검진 사후 관리 사업

조합원 가입 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전체의 건강력을 조사하였고 정

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추적 관찰하였다. 건강검진에서 유

소견자를 발견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였으며 전화 상담을 실시하

여 약물복용, 생활습관교정 등을 교육하였고 건강교육, 건강실천단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유소견자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

연, 비만, B형간염 환자,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였다.



- 15 -

② 만성질환자 관리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배포하여 건강상태를 기록하도

록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투약상태를 확인하였고 합병증을 관리

하였다. 생활습관교정을 위해 개별 및 집단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였다.

③ 건강실천단

만성질환자와 고위험군 조합원들이 서로 돌보는 관계를 맺어 6-8주간

현미채식, 근력운동 등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주치의 상담과 건강교육을 결합한 일대일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자조모임으로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3) 3차 예방활동

질병 발생 이후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환자자조모임과

가정방문을 진행하였다.

① 환자자조모임

뇌졸중 환자모임을 진행하여 환자들이 일상생활능력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는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

다. ‘당뇨산행모임’은 당뇨환자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산행

을 진행하는 모임이다.

② 가정방문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찾아올 수 없는 환자, 독거노인, 노인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진행하였으며 조합원 자원

봉사자를 조직하여 가사, 간병,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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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일차의료 평가도구 개발

1. 설문항목 개발과 선택

일차의료서비스의 특성인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을 정의하고 측정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의료서비스 질만을 측정하는 도구가

따로 개발되어 있다.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The Korean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KPCAT)는 한국에서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총 21개의 문항으로, 최초접촉, 포괄성, 조

정기능, 전인적 의료, 가족/지역사회 지향성이라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Lee, Choi, Sung, Kim, Chung, Kim & Park, 2009). 그러

나 이 연구의 목적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의

료협동조합의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일차의료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보다는 일차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중점을 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Bindman, Grumbach, Osmond, Vranizan & Stewart, 1996; Farnum,

Flynn & Hazey, 1993). 따라서 의사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서비스가 어

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일차의료서비스 질 중 접근성 보다는 효과성에 초점을 둔 도구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할 때는 접근성과 효과성을 모두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는 의료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접근성에 큰 차이가 없

을 것이라고 보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어 문항을 선정하였다.

1) 기초 예비문항 작성

자주 사용되는 일차의료 평가도구 6개를 비교한 Haggerty 등(20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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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접근성(Accessibility), 관계 지속성(Relational Continuity), 의

사소통 능력(Inter-personal communication), 환자존중(Respectfulness),

포괄성(Comprehensiveness of services), 전인적 의료(Whole person

care), 관리 지속성(Management Continuity)의 7개 영역을 공통적인 구

성요소로 선정하였다. 관계 지속성은 환자와 관계가 지속되면서 알게 되

는 환자의 상황에 대한 지식(Contextual knowledge of patient)을 포함하

고 있으며 환자존중은 환자중심성(Patient centeredness)을 포함하고 있

고 전인적 의료는 지역사회중심 치료(Community-oriented care)를 포함

하고 있으며 관리 지속성은 조정성(Coordination), 통합성(Integration)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이 중에서도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의 영역과 일

치하는 최초접촉, 포괄성, 조정성, 전인적 의료, 지역사회 지향성, 관계적

지속성의 6개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Flocke(1997), Safran 등(1998), Shi

등(2001)의 도구와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문항을 수집하였

으며 이 과정을 통해 182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2) 문항 타당도 검증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의 문항을 기준으로 Flocke(1997), Safran 등

(1998), Shi 등(2001)의 도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삭제, 수정, 추가하였다.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의 문항 중 “귀하나 귀 가족이 이곳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까?”는 접근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 연구가 의

료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귀하나 귀 가족

은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사(pap smear)를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

습니까? 혹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는 남성 조합원은 응답할 수 없고

여성 조합원인 경우에도 가정의학과, 내과 보다 산부인과를 이용하여 자

궁암 검사를 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귀하나 귀 가족은 이곳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판단을 신뢰합니까?”는 경험을 묻는

다른 문항들과 달리 인식을 묻는 질문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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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대신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

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예: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이곳 의사 선생님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비

타민제, 영양제 포함)” 등 제공받은 서비스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후 질문의 배열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인지, 질문이 내용별로 범주화가

되어 있는지 등 질문지의 구조와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인지 여부, 질문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적절한 수준의 어법을

사용하였는지, 편견이 실린 질문이거나 유도된 질문은 아닌지 등을 기준

으로(이성흠, 2005), 보건학 교수 1명, 사회학 교수 1명, 보건학 전공 연

구자 3명, 언론정보학 전공 연구자 2명에게 문항을 검토 받고 내용타당

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30문항을

선정하였다.

3) 예비조사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의료협동조합과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의료협동조합을 선정하였고 각 의료협동조합에서 조합사업부 직원 1명,

조합원 1명을 대상으로 총 6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이용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질문이 불명확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문항이 있는지, 추가할 응답범주가 있는지를 확

인하였고 설문지를 끝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여 설문의 양이 많

아 응답할 동기를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점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조정성을 묻는 질문이 조건부 질문 형태로 작성되어 있

어서 응답의 누락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조정성을 묻는

질문도 일반적인 질문의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곳 의사 선생님은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모든 환자를 진료합니까?”는 규범적으로 분명한 답이 있

는 질문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반응이 많아서 삭제하였다. 이후 예비조

사 결과에 기초하여 재교정한 설문지를 의료협동조합 조합원 3명에게 재

검토 받았고 이를 통해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6개 속성을 측정하는 총 24개의 문항을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수정, 삭제, 추가한 문항에 대한 구

체적인 이유는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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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 수정한 도구 참고

최
초
접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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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문구 수정하여 사용

FC2.귀하나 귀 가족이 이곳 의료기관을 쉽게 방
문할 수 있습니까?(예: 위치, 교통 편의성, 집으
로부터의 거리,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유무 등)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
가가 아니고 조합원 대상
조사이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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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3.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직접 내는 진료
비 (본인부담금)는 적절합니까? 동일하게 사용

FC4.이곳 의사 선생님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
든 환자를 진료합니까?

규범적 질문이므로 예비
조사 후 삭제

FC5.귀하나 귀 가족은 간단하고 흔한 처치나 시
술이 필요하다면,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
습니까? 혹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예, 상처 소독,
찢어진 피부 상처 꿰매기, 석고붕대[깁스] 하기 등)

CA1.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처치를 받습니까? (예: 상처소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
포괄성 영역에 포함

FC2.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검
진을 받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추가
Shi 등(2001)에서 인용

포
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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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2.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 (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문구 수정하여 사용

Comp2.귀하나 귀 가족은 주요 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에 관한 상담을 이곳에서 받습니까? (예, 폐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CA3.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주요 암의 예방
과 조기검진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까? (예: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문구 수정하여 사용

남성인 경우 응답이 불가
하여 구조적 결측치가 발
생하므로 삭제

Comp3.귀하나 귀 가족은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
사(Pap smear)를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
습니까? 혹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Comp4.귀하나 귀 가족은 정기 건강검진을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받습니까? 혹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CA4.정기 건강검진을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받습니까? 문구 수정하여 사용

<표 2> 최종설문문항 및 수정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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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
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문항 추가
Flocke(1997)에서 인용

CP2.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건강과 관련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상담을 받습니까? (예: 금연, 절
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문항 추가
Safran 등(1998), Shi 등
2001)에서 인용

CP3.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복용중인 약에 대해
서 상담을 받습니까? (비타민제, 영양제 포함)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문항 추가
Shi 등(2001)에서 인용

조
정
성

Coord1.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
까? (예: 특정 전문의／의료기관, 사회복지센터,
마을체육시설, 간병단체, 금연상담전화 등)

C1.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
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예: 사회
복지센터, 간병단체, 체육시설, 금연상담전화 등)

동일하게 사용

#.귀하나 귀 가족은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니
면서 다른 (세부) 전문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
까? Coord2.찾아간 (세부) 전문의는 이곳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 추천받은 의사였습니까?

C2.이곳 의사 선생님은 치료에 필요한 세부전문
의나 상급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소개해줍니까?

예비조사 결과 조건부 질
문일 때 답변 누락이 발
생하여 질문 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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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예비조사 결과 조건부 질
문일 때 답변 누락이 발
생하여 질문 형태 변경

C3.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
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의합니까?

환자 관점 추가
Flocke(1997), Shi 등
(2001)에서 인용

C5.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까?

환자 관점 추가
Safran 등(1998), Shi 등
(2001)에서 인용

전
인
적
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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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4.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
해 줍니까?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
포괄성 영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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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전달 과정이므로 의
사와의 의사소통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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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3.이곳 의사 선생님은 검사결과와 질병에 대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까?

서비스 전달 과정이므로 의
사와의 의사소통으로 분리

PC4.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중요한 병력을
알고 있습니까?

RC1.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주요한 병력을
알고 있습니까?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
관계적 지속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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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아니라 인식을 묻
는 문항이므로 삭제

가
족/
지
역
사
회
지
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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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2.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누구와 같이 사
는지 알고 있습니까? (1인가구인 경우 1인가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구를 수정하여 전인적
의료 영역에 포함

Fam/Com2. 이곳 의사 선생님은 이 지역의 보건
과 복지 사정,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O2.이곳 의사 선생님은 지역의 보건, 복지, 환
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

Fam/Com3.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건강을 위
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 토론회, 주민건강 강좌, 등)

CO3.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 지역
사회 보건의료 관련 토론회, 주민건강 강좌 등)

동일하게 사용

Fam/Com4.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
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불만
신고함 운영, 주민설문조사 등등)

CO1.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
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

관
계
적
지
속
성

RC3.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관계적 지속성으로 추가
Safran 등(1998), Shi 등
(2001)에서 인용

RC4.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건강과 관련해 어떤 걱
정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계적 지속성으로 추가
Flocke(1997), Safran 등
(1998), Shi 등(2001)에서
인용

RC5.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를 한 사람의 개인
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가치관, 취향 등)

관계적 지속성으로 추가
Safran 등(1998), Shi 등
(200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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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검증방법

15개 의료협동조합으로부터 수거한 설문지 1,186부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없음/잘모름’ 선택범주의 비율을 확인

하고 처리 방법을 결정한 후 도구의 문항양호도(Item quality analysis)

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Item-test

correlation), 문항 제거 시 상관(Item-rest correlation)의 Cronbach’s α을

검토하여 문항의 내적 일치도(Item internal consistency)를 평가하였다.

둘째,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의 문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정한 도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리커트 척도의 가정(Likert

scaling assumption)을 검증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

용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 직교방법을 사용하였다. 리커트 척도 가

정 검증은 문항 수렴타당도(Item-convergent validity), 문항 판별타당도

(Item-discriminant validity), 문항 분산의 동일성(Equal item variance),

문항 요인 상관의 동일성(Equal item-scale correlations) 및 전체 문항

신뢰도(Score 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셋째, 최종 문항의 평균, 표준편

차, 범위, 왜도, 첨도 등을 검토하였다.

3. 도구개발결과

1) 해당없음/잘모름 선택범주의 처리

Shi 등(2001)의 연구에서는 ‘Don’t know/Cannot Remember’ 선택범주

를 결측치로 처리하는 방법, 4점 리커트 척도의 중앙값인 2.5점으로 대치

하는 방법, 해당영역의 평균값으로 대체(imputation)하는 방법을 모두 시

행한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가 가장 높

았던 평균값 대체 방법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Mei 등(20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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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Don’t know/Not sure’ 선택범주와 결측치를 4점 리커트 척도의

중앙값인 2.5점으로 대치하였다.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Lee 등

(2009)의 연구에서는 ‘해당없음/잘모름’ 선택범주를 중립적인 견해와 비

슷한 의미로 해석하여 ‘그저 그렇다’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미지(2016)의

연구에서는 ‘해당없음/잘모름’ 선택범주를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험

이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태의 의미로 해석하여 결측치로 간주하였고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변영관, 최용준(2017)의 연구에서는 ‘해당없음/잘

모름’ 선택범주를 ‘거의 그렇지 않다’ 범주로 포함한 데이터세트 A와 ‘그

저 그렇다’ 범주에 포함한 데이터세트 B를 만들어 처리 방식에 따라 점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해당없음’ 선택범주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잘모름’ 선택범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

며 ‘거의 그렇지 않다’ 선택범주는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설

문문항의 성격에 따라 ‘해당없음/잘모름’ 선택범주를 다르게 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크고 10% 미만의 결측치가 무작위로 존재하

는 경우 무시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판단하여 결측치 제거한 후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결측치의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무작위로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타당도, 내적타당도, 인과관계에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측치를 처리하여야 한

다(이창한, 이완희, 황성현, 이강훈, 김상원, 2014; McKnight, McKnight,

Sidani & Figueredo, 2007). 따라서 각 문항들의 결측치 비율을 확인하였

고 ‘해당없음/잘모름’ 선택범주의 비율의 범위가 6.83%-30.94%로 10% 이상

인 문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첫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질문과 결측치가

무작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직접 내는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적절합니까?’는 경제적 접근

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 24 -

초기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원인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4). 따라서 변별력

이 크지 않은 문항이라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건강검진

센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암검진과 정기 건강검진 문

항에 ‘해당없음’으로 답변하게 되므로 결측치가 패턴을 가지게 된다. 따

라서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주요 암의 예방과 조기검진에 관한 상

담을 받습니까?(예: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과 “정기 건강

검진을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받습니까?”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잘모름’과 ‘해당없음’으로 선택범주를 분류한 뒤 ‘해당없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은 결측치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본적

인 검사나 처치,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소개 및 후속관리, 정신건강에 대

한 상담, 생활습관이나 약물에 대한 상담 등은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잘모름’ 응답을 모두 결측치로 처리하게 되면 표본크기가 감소하

여 통계적 검정력 또한 감소하므로 무조건 결측치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고 알려져 있다(Schuman & Presser, 1996). 따라서 ‘잘모름’으로

만 분류할 수 있는 문항은 의미를 구분하였고 의미에 따라 결측치로 처

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그저 그렇다’ 선택범주에 포함하였다.

‘잘모름’ 선택범주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설문조사

에 응답하고 있는 현재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에 대한 지식, 의견, 태도가 없는 경우이다(Kleinberg

& Fordham, 2018; Zeisel, 1985). 첫 번째 경우처럼 일시적인 망설임, 회

피, 양가감정이 공존하는 경우는 ‘잘모름’을 선택하는 대신 실질적인 응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처럼

지식의 결핍이나 의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잘모름’은 응답을 독려하

게 되면 분석 결과에 편향이 생기게 된다(Schuman & Presser, 1996).

한편 중립적 선택범주는 일반적 진술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 가

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중립적인 견해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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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그저 그렇다’를 선택하지만 설문조사를 빨리 완료하기 위해 인

지적 비용(cognitive cost)을 줄여주는 중립적 선택범주를 선택하기도 하

고 실제로는 ‘잘모름’에 해당하지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때문에 중립적인 선택범주를 고르기도 한다

(Sturgis, Roberts & Smith, 2014; Schuman & Presser, 1996). 따라서

망설임, 회피, 양가감정으로 판단되는 ‘잘모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저

그렇다’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협동조합의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

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로 생각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모름’이라고 응답하였다면 ‘응답을 망설이

거나 회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저 그렇다’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과정에 대해 묻는 문항에 ‘잘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결측치로 포함하였다. 각 문항별 ‘해당없음/잘모름’ 선

택범주의 응답비율과 처리방법은 표에 제시하였다<표 3>.

‘해당없음’ 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항 중에서는 부상 시 처치에 관한 문

항이 30.94%로 ‘해당없음’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 이외에 시설

에 대한 소개나 세부전문의 또는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소개 등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조정성에 관한 문항도 ‘해당없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경험도 ‘해당없음’ 빈도가

26.81%로 높았다. 의사-환자 관계가 지속되었을 때 알게 되는 환자의 지

식과 관련된 문항들에서 지식의 부재로 인한 ‘잘모름’의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가치관과 취향 등에 대해서도 의사가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이 22.85%로 지식의 부재로 인한 ‘잘모름’ 빈도가 가장 높았고 가족과

직장에 대해서 의사가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도 지식의 부재로 인한

‘잘모름’ 빈도가 높았다. 최초접촉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잘모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망설임, 양가감정 등으로 인한 ‘잘모름’ 으로 판단하였는

데 10% 이하의 빈도를 보여 ‘해당없음’이나 지식의 부재로 인한 ‘잘모름’

보다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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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당없음/잘모름

구분
빈도(%)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처치를 받습니까?
(예: 상처소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해당없음 367 (30.94)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예: 사회복지센터, 간병단체, 체육시설, 금연상담전화 등) 해당없음 333 (28.08)

이곳 의사선생님은 치료에 필요한 세부전문의나 상급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소개해줍니까? 해당없음 331 (27.91)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줍니까? 해당없음 318 (26.81)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까? 해당없음 275 (23.19)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의합니까? 해당없음 255 (21.50)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해당없음 251 (21.16)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해당없음 220 (18.55)

이곳 의사 선생님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비타민제, 영양제 포함) 해당없음 206 (17.37)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예: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해당없음 113 (9.53)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가치관, 취향 등) 잘모름
(지식없음) 271 (22.85)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누구와 같이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1인가구인 경우 1인가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모름
(지식없음) 263 (22.18)

<표 3> 문항 별 ‘해당없음/잘모름’ 선택범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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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해당없음/잘모름

구분
빈도(%)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잘모름

(지식없음)
229 (19.31)

이곳 의사 선생님은 지역의 보건, 복지, 환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잘모름

(지식없음)
227 (19.14)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건강과 관련해 어떤 걱정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모름
(지식없음)

219 (18.47)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잘모름

(지식없음)
207 (17.45)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 토론회, 주민건강 강좌 등)

잘모름
(지식없음)

201 (16.95)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주요한 병력을 알고 있습니까? 잘모름
(지식없음) 201 (16.95)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잘모름
(망설임/양가감정) 114 (9.61)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잘모름
(망설임/양가감정) 96 (8.09)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잘모름
(망설임/양가감정) 81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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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양호도 분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의 문항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상관의 Cronbach’s α를 확인

하였다. 문항의 평균이 1.5 에서 4.5 사이, 표준편차가 0.75 이상의 수준

을 만족할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Meir & Gati, 1981). 왜도의

절댓값이 2 이상이거나 첨도의 절댓값이 7 보다 큰 경우에는 자료가 정상

분포에 어긋난다고 본다(West, Finch & Curran, 1995). 이를 기준으로 문

항들을 검토하였고 21개 문항 모두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전체 상관이 0.30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설명

한다고 보아 요인분석에 포함할 수 있으며, 문항 제거 시의 Cronbach’s

α가 전체 Cronbach’s α보다 상승하는 문항도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

에 요인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Fayers & Machin, 2015). 문항-전체

상관 및 문항 제거 시 상관의 Cronbach’s α를 확인하여 모든 문항이 문

항의 내적 일치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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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issing
(%) Mean SD

Item
total
corr

조정성 α=0.94, n=698

1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예: 사회복지센터, 간병단체, 체육시설, 금연상담전화 등) 28.08 3.72 1.15 0.81

2 이곳 의사 선생님은 치료에 필요한 세부전문의나 상급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소개해줍니까? 27.91 3.86 1.10 0.84

3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의합니까? 21.50 3.98 1.03 0.86

4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21.16 4.05 0.96 0.89

5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까? 23.19 3.99 0.99 0.89

6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17.45 4.17 0.84 0.85

7 이곳 의사 선생님은 지역의 보건, 복지, 환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19.14 4.21 0.86 0.86

8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 토론회, 주민건강 강좌 등)

16.95 4.32 0.85 0.79

포괄성 α=0.94, n=694

1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8.09 3.70 1.09 0.83

2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9.61 3.57 1.17 0.81

3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6.83 3.90 1.02 0.85

4 이곳 의사 선생님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비타민제, 영양제 포함) 17.37 4.09 0.94 0.78

5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26.81 3.79 1.10 0.77

6 이곳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처치를 받습니까? (예: 상처소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30.94 3.62 1.25 0.76

7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 (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18.55 3.91 1.19 0.78

<표 4> 문항양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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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issing
(%) Mean SD

Item
total
corr

전인적 의료 α=0.90, n=807

1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예: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9.53 4.23 0.84 0.73

2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주요한 병력을 알고 있습니까? 16.95 4.09 0.93 0.82

3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누구와 같이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1인가구인 경우 1인가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22.18 3.76 1.25 0.83

4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9.31 3.90 1.21 0.83

5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건강과 관련해 어떤 걱정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18.47 3.90 1.04 0.89

6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가치관, 취향 등) 22.85 3.70 1.18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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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색적 요인분석

21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Varimax 직교 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배열

하였다. 요인 수는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점에서 결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5 이상인 경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고 판단하므로(Fayers & Machin, 2015),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개로 설정하였던 요인이 3개로 축소되었다. 21개

문항의 총 설명량은 70.40%였으며 요인 1의 설명량이 59.00%로 가장 높

았고, 요인 2가 6.10%, 요인 3이 5.30%였다. 각 요인의 문항과 요인적재

량은 <표 5>와 같다.

요인 1은 총 8 문항으로 의료기관 이외에 보건의료 시설들을 소개해주

는지, 세부 전문의나 상급의료기관 등을 소개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관심

을 갖으며 설명해주는지 등을 물어보는 조정성 문항과 의사가 지역의 보

건, 복지,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묻는

지역사회 지향성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가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원연계에 도

움이 되므로 요인 1을 ‘조정성(Coordination)’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은 총 7문항으로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거나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지를 묻는 최초접촉 문항과 처치와

검사, 약물 및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묻는 포괄성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야 환자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환자가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의사가 될 수 있으므로 요인 2를 ‘포괄성(Comprehensiveness)’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습관과 병력, 가족과 직장, 필요와 가치

관 등 의사-환자 관계가 지속되면서 의사가 알게 되는 환자의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요인 3은 ‘전인적 의료(Whole-

person care)’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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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0.58

이곳 의사 선생님은 치료에 필요한 세부전문의나 상급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소개해줍니까? 0.66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의합니까? 0.72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0.75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까? 0.75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0.78

이곳 의사 선생님은 지역의 보건, 복지, 환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0.81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0.77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0.66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0.69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0.64

이곳 의사 선생님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비타민제, 영양제 포함) 0.61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0.51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처치를 받습니까? (예: 상처소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0.61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 (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0.64

이곳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해상담해 줍니까?(예: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운동등) 0.51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주요한 병력을 알고 있습니까? 0.63

이곳의사선생님은귀하가누구와같이사는지알고있습니까? (1인가구인경우 1인가구인것을알고있습니까?) 0.76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0.77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건강과 관련해 어떤 걱정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0.76

이곳의사 선생님은 귀하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알고 있습니까? (예: 가치관, 취향 등) 0.77

고유값(Eigenvalue) 12.40 1.29 1.12

설명변량(Variance)(%) 59.00 6.10 5.30

누적변량(Accumulative variance)(%) 59.00 65.10 70.40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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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kert 척도 가정 검증

일차의료 평가 도구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rating)

하며, 여러 문항의 개별 응답 점수를 합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층화평정

척도(Summated rating scales)이다. 점수 합산 시에 표준화를 하거나 가

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Ware & Gandek, 1998).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은 몇 가지 가정에 기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Likert, 1932).

<표 6>는 Likert 척도 가정 검증 결과이다.

1) 문항 수렴타당도(Item-convergent validity)

각 요인의 문항들이 상당한 정도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으로

문항의 상관이 0.3 이상인지와 각 요인의 상관의 범위가 좁게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단한다. 모든 문항의 문항-요인 상관(Item-scale correlations)

이 0.7 이상으로 0.3을 초과하였고, 상관 범위가 포괄성은 0.05, 조정성은

0.12, 전인적 의료가 0.18로 세 척도 모두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가졌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문항 판별타당도(Item-discriminant validity)

해당 요인-문항 상관이 다른 요인-문항 상관보다 상당한 정도로 높아

야 한다는 가정으로 다른 요인-문항의 상관 보다 높은 상관을 가지는

해당 요인-문항의 비율(Scaling Success Rate)을 통해 판단한다. 모든

요인에서 요인-문항의 비율 100% 달성하였다.

3) 문항 분산의 동일성 (Equal item variance)

문항 간 평균의 차이가 0.4점 이하이고 표준편차의 차이가 0.3점 이하이

어야 하며, 문항 간 상관의 평균을 표준화(Average interitem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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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andardized items, mean=0, SD=1)한 Scott’s Homogeneity와 문항

간 상관의 평균(Average of interitem correlations)인 Intraclass

Correlation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때 가정을 만족하였다고 판단한다.

조정성은 평균 0.60, 표준편차 0.31의 차이가 있었고 포괄성은 평균 0.52,

표준편차 0.31의 차이가 있었으며 전인적 의료는 평균 0.53, 표준편차

0.41의 차이가 있었다. Scott’s Homogeneity와 Intraclass Correlation은

차이는 조정성은 0.04, 포괄성은 0.12, 전인적 의료는 0.09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의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한의원은 건강

관리의 보완대체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문항 분산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일차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항 분산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이 도구

를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질 측정에 사용하였다.

4) 문항-요인 상관의 동일성(Equal item-scale correlations) 및 전체 문

항 신뢰도(Score reliability)

각 요인 별 Cronbach’s α값을 통해 판단하며 0.70 이상을 만족해야 하

는데 모든 요인이 0.9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도 0.96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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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No.
of

items

Range of Item-Scale
Correlations

(Assumptions 1,4)

Item scaling tests
(Assumption 2)

Measures of Equal
Item Variance
(Assumption 3) Cronbach’s

Alpha
(Assumption 5)

Range of
Item-

Other scale
correlation

Success/
Total

Scaling
Success
Rate(%)

Scott’s
Homogeneity

Intraclass
Correlation

Coordination 8 0.78-0.90 0.53-0.74 16/16 100 0.68 0.64 0.94

Compre-
hensiveness

7 0.76-0.81 0.53-0.72 14/14 100 0.56 0.68 0.90

Whole person
care 6 0.70-0.88 0.56-0.69 12/12 100 0.59 0.68 0.90

<표 6> Likert 척도 가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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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문항 일반적 특성 검토

각 문항의 5점 likert 척도 점수에서 1을 빼고 25를 곱하여 계산한 최종

문항의 일반적 특성은 <표 7> 와 같다. 조정성이 75.89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전인적 의료가 73.69점이었고 포괄성이 59.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점수의 범위도 조정성과 전인적 의료는 0점부터 100점까지 모두 분포하

는데 비해 포괄성은 0점부터 86.28점까지만 분포하였다. 처치나 검사 등

의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환자의 경험을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해

당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점수를 낮게 표시하였을 수 있다. 또한 일

차의료기관으로 한의원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의

원에서만 제공하는 처치, 검사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

해 포괄성 점수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왜도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나 응답의 분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바닥치(floor)와 천장치(ceiling)도 기준인 20%보다(Kim, Chun,

Kam, Lee, Park & Chae, 2005)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정성 포괄성 전인적 의료

n 698 694 807

Number of items 8 7 6

Mean 75.89 59.83 73.69

25th percentile 65.63 46.86 62.50

50th percentile 78.13 61.29 75.00

75th percentile 93.75 75.57 91.67

Observed range 0-100 0-86.29 0-100

SD 20.98 19.28 21.82

Skewness -1.17 -0.66 -0.93

kurtosis 4.58 3.09 3.69

% floor 1.00 0.86 0.74

% ceiling 15.90 10.95 14.87

<표 7> 최종문항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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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혼합방법연구의 연구설계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

펴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

라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고 있는 복합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혼합방법설계(Mixed methods)를 선택하였으며 그 중 순차적설명설

계방법(Mixed-methods sequential explanatory design)을 사용하였다. 순

차적혼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s)는 양적자료와 질적자료의

활용에 있어 일련의 순서에 집중하는 것으로 철학적 배경이 명확하게 차

이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적용한다(이현철, 김영천, 김경식,

2013). 이 중 순차적설명설계방법은 연구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서 양적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수집 자료를 설명해줄 수 있는

질적자료를 활용하는 설계이다(Ivankova, Creswell & Stick, 2006).

순차적설명설계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순

차적설명설계는 양적연구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한다. 추후설명모델(Follow-up explanations model)은 집

단에 대한 양적연구를 수행하고 이후 질적연구를 양적연구 결과를 상세

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데 집단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참

여자 선정 모델(Participant selection model)은 양적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질적연구단계의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Creswell & Clark, 2007).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추후 설명

모델을 적용하였다<그림 4>.

<그림 4> 순차적설명설계 중 추후설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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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는 과정과 맥

락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차적설명설계

방법과 달리 양적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관찰을 먼저 수행하였다. 참

여관찰은 연구참여자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일상에 참여하고

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해당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자료수집방

법으로 자연스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관찰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이용숙, 이수정, 정진웅, 한경구, 황익주, 2012).

의료협동조합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 7월 9

일까지 약 6개월 간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 관찰자로서 참여하였다.

2016년 2월 1일에 의료협동조합연합회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소개드

렸고 참여관찰을 허락 받았다. 연구자가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의 운영 과정과 활동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의료협동조합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주선

해주셨고 이에 2016년 2월 16일부터 한 달 가량 인천의료협동조합 보건

예방실 책임자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에는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과 상임이사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2016년 2월 기준 한국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의료협동조합은 21개였고 조합의 설립시기, 위

치, 설립주체, 운영사업소 등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단위 조합의 부서 책

임자들이 모이는 의료협동조합연합회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의료협동조합

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위원회, 한의사

위원회, 교육연구센터 등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협동조합연합회의 사무총장과

상임이사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안성, 인천평화, 살림, 부천

의료협동조합, 관악의료협동조합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설립시기에 있는

의료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이들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을 관찰하였고 설립

시기별로 비교해볼 수 있었다. 한편 모든 회의에 서기로 참여하였기 때

문에 모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기록 또한 꼼꼼하게 남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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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관찰을 수행할 당시에는 의료협동조합연합회의 보건복지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격월로 모임이 진행되었고 10개 의료협동조

합의 보건예방업무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단위 조합의 보건예방

담당자를 교육, 훈련하고자 보건예방실의 업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

행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통합건강매뉴얼 2.0V을 개발하였다. 또한 2016년

에는 안성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평생건강관리체계도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었는데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되었고 의료협

동조합연합회 월례정책포럼에서도 소개되었다. 따라서 이 때 참여관찰한

내용들이 양적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문항을 제작하는데 반영되었

다. 구체적인 참여관찰 일정은 다음과 같다<표 8>

일시(2016년) 내용

1 2월 1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견학

2 2월 3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의료인설명회

3 2월 13일 부천의료협동조합 개원준비 토론회

4 2월 16일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 견학

5 2월 25일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 총회

6 2월 27일 생활건강자립연구소 모임(건강실천단 TFT 모임) 1

7 3월 5일 녹색병원-의료협동조합 지역사회건강토론회 참석

8 3월 8일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 데이케어서비스 등대모임 참여

9 3월 14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보건복지위원회

10 3월 15일 관악의료협동조합 준비모임

11 3월 19일 생활건강자립연구소 모임(건강실천단 TFT 모임) 2

12 3월 21일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 건강소모임 노래교실 참여

13 3월 28일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 자조모임 나빵모녀 참여

14 3월 29일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 소모임 참여

15 4월 1일 중구보건소 참여형보건지소 교육훈련 기초과정(제3기) 4회차

16 4월 7일 인천의료협동조합 부개3지부 지역모임

17 4월 12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건강조직가 기초과정 통합 7기 교육훈련 1

18 4월 15일 안성의료협동조합 견학

<표 8> 참여관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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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 11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진

행하였고 심층면담은 2020년 2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행하였다. 연

구계획 상으로는 양적연구에서 의료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중

심 일차의료의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후속 질적연구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는 조직적 맥락을 탐색한 후 양적연구결

과와 질적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의 차이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제공되는 조직적

맥락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그림 5>.

그런데 심층면담을 수행하러 2020년에 의료협동조합에 방문하였을 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2016년 참여관찰 때 만났던

보건예방실 책임자 중 2020년 현재에도 단위 의료협동조합에 남아 활동

하고있는 보건예방실 책임자는 2명밖에 없었다. 한편 안성의료협동조합

의 조합원평생관리체계는 개발을 주도했던 담당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일

19 4월 19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건강조직가 기초과정 통합 7기 교육훈련 2

20 4월 19일 살림치과(가) 열린개원회의 개원애벌레2

21 4월 26일 관악의료협동조합준비위원회-부천의료협동조합 간담회

22 4월 30일 선배 의료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부천 개원준비 토크콘서트

23 5월 3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건강조직가 기초과정 통합 7기 교육훈련 3

24 5월 7일 살림의료협동조합 임시총회, 살림치과(가) 열린개원회의 개원애벌레3

25 5월 13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월례정책포럼: 2016 건강, 협동을 말하다

26 5월 27일 의료사협연합회 보건복지위원회

27 5월 31일 안성 건강리더 조직가 교육훈련과정, 우리동네 건강모임 만들기 1

28 6월 7일 안성 건강리더 조직가 교육훈련과정, 우리동네 건강모임 만들기 2

29 6월 8일 생활건강자립연구소 모임(건강실천단 TFT 모임) 3

30 6월 9일 살림치과(가) 열린개원회의 개원애벌레4

31 6월 11일 의료협동조합 의사연수회: 주민의 삶과 호흡하는 인문의학수련

32 6월 22일 관악의료협동조합 발기인 모임

33 6월 25일 의료협동조합연합회 한의사연수회

34 7월 2일 살림치과(가) 열린개원회의 개원애벌레5

35 7월 8-9일 의료사협연합회 보건복지위원회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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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2016년에 참여관찰한 내용

들을 토대로 설계한 양적연구는 의료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이 지역사회중

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고

2019년에 이미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변화한 의료협동조합의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 수행한 후속 질적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적연구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질적연구

를 수행하기 전에는 변화한 의료협동조합의 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후속 질적연구의 면담질문은 연구계획대로 양적연구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제공되는 조직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심층면담 진행 시 이러한 내용에 대

해서도 응답을 받았지만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주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중 건강증진 영역이 수

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이 연구의 후속질적연

구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료협동조합의 조

직적 맥락에 대한 설명 보다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조직적 상황,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 환경과 관련된 맥락에 대

한 설명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순차적설명설계 연구체계도



- 42 -

제 3 절 혼합방법연구의 대상

1. 양적연구

1) 연구대상 기관

2018년 현재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소속 22개 조합 중 일차의료기관이 없

는 의료협동조합과 조사를 거절한 의료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총 15개 의

료협동조합을 연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Gofin 등(2011)은 건강상태

에 대해 상담하거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전통의사를 최초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팀에 전통의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한의원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대체제로 병용되고 있지만 한의원을 상용치료기관으로 이용하

는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의원과 한의원 모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규

정하였고 한의원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협동조합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의료협동조합은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

우리마을의료협동조합이었다<표 9>.

구분
지역
특성

주요
설립동기

최초의
주체

주체의
성격

설립
년도

운영사업소
조합원
수

안성
도농

복합도시
농촌지역
의료봉사

농민회,
기독학생회

지역주민,
의료인

1994년
4월

의원3, 한의원2,
치과, 검지센터2,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간호사업소, 방문간호

6257
세대

인천평화 대도시
산재 및

직업병 해결
기독청년
의료인회

의료인→
지역주민

1996년
11월

의원, 한의원
검진센터, 치과,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요양기관

2682
세대

안산 신도시
지역환경보호

운동
시민의 모임,

동의학민방연구회
지역주민→

의료인
2000년
4월

의원2,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요양기관, 요양원

5952
세대

<표 9> 연구대상 의료협동조합 현황(201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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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의료협동조합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조합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Lee 등(2009)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충분하여야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

원주 중소도시
생협 간
협동

생협, 신협
지역주민→

의료인
2002년
5월

의원,
재가요양기관

1455
세대

민들레
대도시
(대전)

지역
화폐운동

한밭레츠,
대전 인의협

의료인,
지역주민

2002년
8월

의원, 한의원, 치과2,
검진센터,

건강증진센터

3751
세대

전주 중소도시
공동체 및

보건의료운동
청년한의사회

의료인→
지역주민

2004년
4월

한의원, 치과,
재가장기요양센터

1304
세대

함께걸음
대도시
(노원구)

장애우
평등세상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의료인→
지역주민

2005년
6월

한의원. 치과
1729
세대

성남 중소도시
장애인무료
치과진료

지역시민단체
(생협)

지역주민,
의료인

2008년
2월

한의원,
재가장기요양센터

1440
세대

수원 중소도시 복지네트워크
지역시민단체
네트워크

지역주민,
의료인

2009년
3월

한의원, 치과
1482
세대

시흥희망 중소도시 복지네트워크 지역주민
지역주민→

의료인
2009년
9월

한의원, 치과,
재가장기요양센터,
장애인활동보조

2374
세대

살림
대도시
(은평구)

여성주의
돌봄공동체

여성주의 모임
여성주의
모임

2012년
2월

의원2, 검진센터,
치과, 운동센터

2655
세대

마포
대도시
(마포구)

지역사회
돌봄

의료인,
시민사회

의료인,
생협인

2012년
8월

의원, 검진센터
1244
세대

행복한
마을

중소도시
(안양시)

협동의
지역공동체

생협,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주민→
의료인

2012년
9월

한의원
1362
세대

느티나무
중소도시
(구리시)

대안적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의료인

2014년
9월

의원, 검진센터
1028
세대

홍성
우리마을

농촌
건강한

마을공동체
의료인,

마을공동체
의료인→지

역주민
2015년
5월

의원
563
세대

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9 정기총회 자료집 및 각 의료협동조합 2019 정기총
회 자료집을 종합하여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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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고 연구대상 일차의료기관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

람을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의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상용치료원의

기준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6

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해당 의사를 방문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였다. 이 연구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의료협동조합의 의원과 한의원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의료협동조합의 직원도 조합원으로서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었고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

에 자료 분류용 질문에 '참여방법'이라는 항목을 두어 일반조합원과 구

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서비스 공급자

로서의 경험이 충분하게 축적되었다고 판단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질적연구

의료협동조합 유형 별로 조합의 설립시기(의료생활협동조합 시기,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시기), 일차의료기관

유형(의원, 한의원, 의원과 한의원 모두 운영), 조합의 위치(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운영사업소의 종류(의료기관만 운영, 의료기관과 예방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의료기관, 예방서비스,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 운영)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변량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의 위치와 경험에 따라 다른 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심층면담을 허락

한 의료협동조합의 직원 중 의료협동조합 내 업무의 성격(일차의료서비

스 제공자인 의사와 한의사, 건강증진활동을 기획, 조직, 제공하는 보건

예방실, 의료협동조합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조합사업부)을 고려하여 연

구참여자를 선정하였고 다양한 위치에서의 활동 경험이 포함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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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또한 의료사업부, 보건예방실, 조합사업부 직원 중에서도 건

강증진과 일차의료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조직적 맥락에 대해 잘 알고 있

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각 부서의 책임자를 심층면담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인 경

우 조직의 구조와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구성

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왜 그 조직이 그러한

형태로 유지되고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

기 때문이다(이현철 외, 2013).

조합원은 각 부서의 책임자들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현상을 설명해줌으

로써 자료를 해석하는 폭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상으로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일차의료가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

는 조직적 맥락을 재확인하였다. 조합원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하

였고 심층면담을 허락한 조합원 중 건강증진활동 참여 경험(건강소모임,

건강리더모임), 의료협동조합 운영과정 참여 경험(지역모임, 위원회, 이사

회, 총회)을 기준으로 다양한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협동조합

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고 있는 맥락에 대해 자세하게 설

명해줄 수 있는 조합원을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제 4 절 혼합방법연구의 자료

1. 양적연구

1) 연구자료

개인수준의 자료는 15개 의료협동조합의 의원 및 한의원을 상용치료원

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 표본은 총 1,186명이었다. 설문지는 총 30문

항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를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둘

째,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 이용 및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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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경험이 있는 사업소의 유형,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 의사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의사 상담 내용에 대한 실천 노력 여부, 생활습

관 변화 여부, 의료협동조합 사업소 이용이 건강에 도움이 된 정도 등

현재의 건강상태 및 의료협동조합 서비스 이용 및 활동 참여 이후 건강

과 관련된 변화를 묻는 문항이다.

조직수준의 자료 중 일차의료기관의 유형, 총 사업체 수, 조합원 수, 설

립시기, 매출액, 출자금, 소모임 수, 지역모임 수 등 물리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2019년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총회자료집과 15개 의료협동조합 총

회자료집을 통해 수집하였고 인력에 관한 자료는 각 의료협동조합에 직

원 현황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2018년의 현황

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도 총회자료집을 참고하였고 인력에 관한 자료

도 2018년의 현황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이 연구의 양적연구는 의료협동조합 조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의료협

동조합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는 실험적인 단계 이

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프로그램을 단위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Levesque et al., 2013; Gavagan, 2008) 조직 단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어

려웠다. 이에 이 연구는 Campbell 등(2000)이 제안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

행 수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1)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 평가 모형

Campbell 등(2000)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

였다. 첫 번째 차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소로 접근성과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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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성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고 효과성은 ‘이용한 의료서비스가 증상을 개선하

거나 건강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차원

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영역으로 Donabedian (1966)이 제안한 보

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틀인 구조, 과정, 결과를 사용하였다. 구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특성에 관한 요인으로 의료기관의 크기, 장비

등의 물리적 자원과 의료 인력의 수, 의료진의 조직형태 등의 인적 자원

에 관한 특성으로 구성된다. 과정은 실제로 의료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

을 의미하며 임상적 치료와 대인적 치료로 구성된다. 임상적 치료는 환

자의 건강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의료서비스의 기술적 수준을 의미

하며 대인적 치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정적, 사회적 교류를 의미하

는 것으로 의사의 의사소통 능력, 환자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결과는 건강 결과와 이용자 평가로 나뉘는데 건강 결과는 질

병 증상이 개선되었는지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 평가는 만족도, 건강관련

삶의 질 등을 포함한다<그림 6>.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행 수준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ampbell 등(2000)의 분류 틀을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목적이 보건의료조직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행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구성

요소 중 접근성은 제외하고 효과성만 평가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그림 6> Campbell 등(2000)의 질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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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평가 영역 중 과정 영역에서는 환자가 평가하였을 때 타당도와 신뢰

도가 낮아질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은 제외하였고(Shi, Starfield & Xu,

2001) 대인적 측면만 확인하였다. 결과 영역 중 건강결과는 다양한 요소

들이 영향을 미쳐서 구조와 과정에서의 개입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이 쉽

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평가만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행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편 Campbell 등(2000)은 구조, 과정, 결과를 병렬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로 간주하였다. 구조는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기회는 제공하지만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보장하지

는 못하기 때문에 치료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해주

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결과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전달되어

발생하는 변화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구조, 과정, 결과를 논

리적인 순서로 보고 구조, 과정에 해당하는 변수는 독립변수에 포함하였

으며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는 종속변수에 포함하여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2)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

보건의료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차의료와 건강증진으로 나누어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을 살펴보았다.

① 일차의료

일차의료는 일차의료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바람직한 일차의료 속성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hi, 2012; IOM, 1996). 첫째, 최초접촉

(First Contact)은 새로운 건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초로 이용하는 서

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접근성(Accessibility)은 의료이용의 지역

적,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포괄성(Comprehensiveness)은 일차의료의사에게 직접적,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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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정도로 일차의료는 환자의 생의 전반에 걸쳐

예방, 치료, 재활까지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

째, 조정성(Coordination)은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속성(Continuity)은 ‘정보’의 지속성과 ‘의사

와의 관계’의 지속성으로 구분되는데 정보의 지속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

정보가 공유되면 중복진료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의사-환자 관계가 지속

되면 의사가 환자의 건강필요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가족 및 지역사회 지향성(Family

and Community Context)은 일차의료의사는 환자의 가족구조, 생활환경,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거

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건

강한 사람과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 전체를 이해하고 이러

한 맥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일차의료도 일차의료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통해 정의되었다.

‘일차의료는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를 말한다.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

서, 보건의료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문제들

을 해결하는 분야이다. 일차의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Lee, Choi,

Volk, Kim, Kim, Park, ... & Spann, 2007).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는

일차의료의 정의를 반영하여 개발한 일차의료서비스 질 측정하는 도구이

며 이 연구는 한국 일차의료 평가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② 건강증진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건강 결정요인에 대해 결정권, 통

제력을 향상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WHO, 1986).

건강증진에 대한 합의와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던 오타와 헌장(WHO, 1986)에서는 건강증진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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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생태학적 건강과 지지적 환경의 조성, 지역사

회 역량 강화, 건강에 대한 결정권,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술 개발, 의료의 재구조화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에는 개인이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행동을 교육하거나 여건을 조성하

는 개인 중심의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이 포함되어 있다(허순임, 2016).

한편 참여는 건강증진의 핵심 전략이다. 건강증진활동의 기획, 수행, 평

가에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의 상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주

민들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지식, 기술, 경험, 자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참여는 역량강화 과정이자 발

전된 역량의 형태이다(유승현. 2012; Laverack, 2009; WHO, 2002). 따라

서 이 연구는 건강증진을 개인 중심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 중심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참여

했는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은 지역사회중심 일차

의료를 기획, 수행, 평가하는 의료협동조합의 운영과정에 참여했는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3) 의료협동조합 유형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의료협동조합에서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그

러나 건강증진활동의 수행 정도는 의료협동조합 별로 차이가 존재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활동의 수행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

는 조직의 특성에 주목하여 의료협동조합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건강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

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건강정

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협동조합은 관계와 협동을 통한 건강증진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조합원들은 이러한 건강관을 이해하

고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



- 51 -

에 따라 건강관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공유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이는 건강증진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협동조합은 여성주의, 장애인, 공동육아, 귀농귀촌 생태공동체 등

특정한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중

심이 되어 설립한 경우와 행정 구역 상의 지리적 지역사회에 속한 시민

단체들이 연대하여 설립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정체성 공동체는 공

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행정 구역 상의 지리적 공동체보다 통합의 수

준이 높고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averack, 2009).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하고 통합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집단수준의 사회자본인 신뢰,

협력, 호혜 등이 높다는 의미로 집단수준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집합적

행동을 수행하여 공동의 이익을 결집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Eriksson, 2011; Kawachi, 2010; Prentice,

2006). 따라서 집단수준의 사회자본이 높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기제를 통해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구의 건강증진담론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되면서 의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출현한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

에 생의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여전히 공고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증진

활동이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으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김광기

외, 2019; 허순임, 2016; 조병희, 2010). 그러나 정체성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의료협동조합들은 생의학적 모델을 비판하고 여성주의 의

료, 생태의학적 의료 등 대안적인 의료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자본

이론과 생의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고려할 때 정체성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서 지리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설립한

경우에 비해 건강증진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의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한편 의료협동조합에서 건강증진활동은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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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나는 보건예방실, 케어코디네이터 등 보건예방조직을 따로 두고

건강증진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모든 부서

가 협력해서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예방조직을 따로 두

지 않는 방식이다. 따라서 의료협동조합을 보건예방조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두 가지 전략 중 어떤 방식이 지역사회중심 일

차의료 수행에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직의 구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

문에(Scott & Davis, 2016), 보건예방조직이 있는 경우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행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의료협동조합 유형은 의료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과 보건예방조직의 유무를 두 축으로 하여 2×2표 형태로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세로축은 건강증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예방조직이 별

도로 있는지 여부로 보건예방조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

다. 가로축은 의료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으로 지역 공동체

와 정체성 공동체로 구분하였다. 이후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보건예방조직이 없는 경우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으로 분류하였고, 정체

성 공동체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보건예방조직이 없는 경우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보건예

방조직이 있는 경우 ‘지역중심 팀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정체성공동체

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보건예방조직이 있는 경우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으로 분류하였다<표 10>.

공동체 특성

지역 공동체 정체성 공동체

보건예방조직
없음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있음

<표 10> 의료협동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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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적연구 연구모형

이상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양적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7>과

같다. 양적연구를 통해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일차의료서비스 질 및 건강

증진활동 참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이 때 조직의 구조요인, 조직

내 관계요인을 개인요인과 함께 고려하였다.

<그림 7> 양적연구 연구모형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①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점수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통해 측정한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점수로

일차의료서비스 질을 평가 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3개 영역, 21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성 8문항, 포괄성 7문항, 전인적 의료 6문항이

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

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해당없

음/잘모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응답자가 선택범주 중 ‘해당없음/

잘모름’에 응답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와 질문에 대

한 지식, 의견, 태도가 없다는 의미의 ‘잘모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는 결측치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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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는 의미의 ‘잘모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중립적 선택범

주인 ‘그저 그렇다’에 포함하였다. 이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점수에

서 1점을 빼고 2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영역별 점수는

해당 영역의 문항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였고 총점은 영역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총점과 영역별, 문항별 점

수가 높을수록 질적 수준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② 건강증진활동 참여 여부

건강증진은 개인 중심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으로 구분하

였다. 개인 중심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

로 참여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건

강증진은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기획, 수행, 평가하는 의료협동조합의

운영과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로 참여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분

류하였다. 질병강좌 및 건강증진 교육, 건강관련 소모임, 건강실천단, 건

강리더모임에 참여한 경우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조합운영 및 협동조합 관련 교육, 총회, 지역모임, 위원회 및

이사회, 지역문제 및 의료정책 교육, 자원봉사활동, 건강비관련 소모임에

참여한 경우 의료협동조합의 운영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구조 관련 독립변수

① 의료협동조합 유형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유형에는

민들레, 성남, 수원, 시흥희망, 안산, 원주, 전주, 행복한마을의료협동조합

이 속하였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유형에는 마포, 홍성우리마을의료

협동조합이 포함되었다. ‘지역중심 팀추구형’ 유형에는 느티나무, 안성,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이 속하였다.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유형에는 살림,

함께걸음의료협동조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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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구조 요인

조직구조 요인은 물리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자

원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유형(의원, 한의원, 의원과 한의원 모두 있음),

총 사업체 수, 조합원 100명당 매출액, 조합원 100명당 출자금, 조합원

100명 당 소모임 수, 조합원 100당 지역모임 수를 포함하였다. 이 중 소

모임과 지역모임은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구조로 판단

하였다. 인적 자원으로는 조합원 100명 당 의사 수, 조합원 100명 당 의

료사업부 직원 수, 조합원 100명 당 조합사업부 직원 수를 포함하였다.

(3) 과정 관련 독립변수

① 의사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는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귀하의 증상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

습니까?”, “이곳 의사 선생님은 시간을 충분히 내어 환자의 이야기를 들

어줍니까?”, “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하는 설명이나 질문을 잘 이해

합니까?”, “이곳 의사 선생님은 검사결과와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

게 설명해줍니까?”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해당없음/잘모름)로 응답하도록 개

발되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없음/잘모름’ 응답범주를 선택한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잘모름’으로 분류하였고 중립적 선택범주

인 ‘그저 그렇다’에 포함하였다. 이 후 각 점수에서 1점을 빼고 25를 곱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5개 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의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② 주치의 인식

Shi 등(2001)의 연구에서 상용치료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문

항으로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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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건강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아플 때 주로 이곳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니까?”,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입니까?”, “이곳 의

사 선생님은 귀하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입니까?”

의 3개 문항을 통해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

의로 인식하는지 측정하였다. 3개 문항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

점을 부여하였고, 1개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으며,

2개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2점을 부여하였고, 3개 문항 모두 ‘예’

라고 응답한 경우 3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③ 직원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는 “의료협동조합 직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준다”, “의료협

동조합 직원은 조합원의 설명이나 질문을 잘 이해한다”,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해당없음/잘모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없음/잘모름’ 응답범주를 선택한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잘모름’으로 분류하였고

중립적 선택범주인 ‘그저 그렇다’에 포함하였다. 이 후 각 점수에서 1점

을 빼고 2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5개 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원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④ 참여유형: 조합원과의 관계

조합원의 참여유형은 2×2표 형태로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세로축은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지지하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 여부

로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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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고, 가로축은 의료협동조합의 운영과정 참여 여부로 운영과정에

참여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후 개인 중심 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운영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서비스만 이용한 경우 ‘무심형’으로 분류하였고,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운영과정에 참여한 경우 ‘운영참여형’으로 분

류하였으며,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는 이용하였으나 운영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용참여형’으로 분류하였고,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도 이용하였고 운영과정에도 참여한 경우에는 ‘적극참여형’으로 분

류하였다<표 11>. 질병강좌 및 건강증진 교육, 건강관련 소모임, 건강실

천단, 건강리더모임에 참여한 경우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합운영 및 협동조합 관련 교육, 총회, 지역모임,

위원회 및 이사회, 지역문제 및 의료정책 교육, 자원봉사활동, 건강비관

련 소모임에 참여한 경우 운영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포함하였다.

(4) 개인 특성 관련 독립변수

① 가입동기

보상적동기는 기대되는 참여의 결과가 개인의 비용 및 편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의 동기이며 집합적동기는 자신의 참여가 집합재(collective good)

와 집합재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할 때

의 동기이다(Klandermans, 1984). 보상적동기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

비스를 받으려고 가입하였다(예: 충분한 진료상담, 적절한 항생제 처방)”,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하였다(예: 건강교육 참여)”,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였다(예: 건강소모임, 건강실천단

조합운영과정 참여

안함 함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

안함 무심형 운영참여형

함 이용참여형 적극참여형

<표 11> 조합원의 참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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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4점=대체로 그

렇다, 5점=매우 그렇다, 해당없음/잘모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해

당없음/잘모름’ 응답범주를 선택한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잘모름’으로 분류하였고 중립적 선택범주인 ‘그저 그렇

다’에 포함하였으며 이 후 각 점수에서 1점을 빼고 2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5개 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보상적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집합적동기는 “환자권리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예: 조합원들

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 등)”, “한국 의료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

각하였다(예: 상업화된 의료, 치료위주의 진료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

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예: 장애인주치의사업, 건강조례제정

등)”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4점=대체로 그

렇다, 5점=매우 그렇다, 해당없음/잘모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해

당없음/잘모름’ 응답범주를 선택한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잘모름’으로 분류하였고 중립적 선택범주인 ‘그저 그렇

다’에 포함하였으며 이 후 각 점수에서 1점을 빼고 2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5개 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집합적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②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배

우자 유무, 교육수준(고졸 이하, 대졸 이상), 소득수준(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만성질환 개수,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나쁨)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족의

지지가 건강행동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Umberson, 1987), 결혼 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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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으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지만 2018년도 평균가구소득을 참고하여 5분위로

분류하였다. 1분위가 920,000원, 2분위가 2,270,833원, 3분위가 3,814,167

원, 4분위가 5,814,167원, 5분위가 11,461,667원인 것을 참고하여(국가통계

포털, 2019), 100만원 미만은 ‘1분위’,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

만은 ‘2분위’, 300-400만원 미만은 ‘3분위’,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은 ‘4분위’,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은 ‘5분위’로 분류하였

다.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참고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결핵,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7개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선정하였고

개수를 산출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다소 좋다’는 ‘좋음’

으로 분류하였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다소 나쁘다’, ‘매우 나쁘다’는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2. 질적연구

1) 연구자료

다중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의료협동조합 유형 별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

료가 수행되는 맥락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 또는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기 위해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사례를

기술하고 사례에 기반 하여 주제들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다중사례연구는

각각의 사례를 비교하여 같은 결과를 예측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용하다(Yin, 2014; Creswell, 2013).

4개 의료협동조합 유형을 비교하는 다중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의료

협동조합 유형 내에서도 설립시기, 일차의료기관 유형, 위치, 운영사업소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변량표집방

법을 사용하였다. 8개 조합이 속해있는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유형에서

는 5개 조합을 선정하였으며 2개 조합이 속해있는 ‘정체성중심 의사중심

형’ 유형에서는 1개 조합을 선정하였고 3개 조합이 속해있는 ‘지역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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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추구형’은 유형은 3개 조합을 모두 선정하였으며 2개 조합이 속해있는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도 2개 조합을 모두 선정하여 총 11개 의료협

동조합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의사, 한의사,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

합사업부 책임자, 조합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였

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이었다.

2) 심층면담 진행

심층면담은 2020년 2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연구 장소

는 연구참여자들의 접근성, 익명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희망

하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주로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 공간과 의료협동

조합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진행되기도 하였

다. 심층면담을 두 차례 진행한 두 명의 연구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자마다 각 1회씩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짧게는 52분

23초에서 길게는 4시간 31분 50초로 평균적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진

행 방식과 과정 등을 소개하였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인정

보보호가 명시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난 후 면담을 진행하

였다. 양적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

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개방형 질문(open-ended)을 사용하여 추가

응답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경력, 담당업무 및 기본적인 인

적사항을 파악한 후 면담을 완료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였으며 현장의 상황은 연구자가 수기로 기

록하였다. 심층면담 시 녹음한 음성 파일은 전자 문서 형태의 파일텍스

트 정보로 전사하였다.

3) 심층면담 내용의 구성

의료협동조합 유형별 사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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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면담질문은 양적연구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제공되는 조직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의사, 한의사,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합사업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

는 질문지는 근무경험,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차의료서비스

의 특성, 의료협동조합 내 관계적 특성, 건강증진활동의 특성, 의료협동

조합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포함하였다<표 12>.

구분 조사 질문

근무경험
의료협동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의료협동조합에서 근무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일차의료
서비스
특성

의료협동조합 의사의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의료협동조합 의사는 예방, 재활, 복지 등 치료 이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조정하여 주시나요?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는 상급의료기관이나 전문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조정하여 주시나요?

조합 내
관계적
특성

의사와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직원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조합원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조합의 크기가 커질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건강증진
활동특성

보건예방실이 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역모임, 소모임, 건강실천단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요?

지역모임, 소모임, 건강실천단은 일차의료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조합원 대상 활동 이외에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모사업의 진행경과는 어떠한가요?

<표 12> 직원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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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는 의료협동조합 서비스 이용경험 및 활

동 경험,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차의료서비스의 특성, 의료

협동조합 내 관계적 특성, 건강증진활동의 특성,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

하고 있는 서비스의 발전 방안으로 구성되었다<표 13>.

구분 조사 질문

참여경험
의료협동조합에서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의료협동조합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왜 그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일차의료
서비스
특성

의료협동조합 의사의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의료협동조합 의사는 예방, 재활, 복지 등 치료 이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조정하여 주시나요?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는 상급의료기관이나 전문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조정하여 주시나요?

<표 13> 조합원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시범사업의 진행경과는 어떠한가요?

시범사업에 참여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발전방안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중 다른 의료기관에
도 장려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왜 그 점이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장점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이 보완되면 의료협동조합의 일차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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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 자료의 검토 및 직접관찰

사례연구를 수행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할 것이 권고되었

는데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상세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때 연구대상에 대

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Yin, 2014). 이 연구에서는 의

료협동조합연합회와 15개 의료협동조합의 총회 자료집을 검토하여 조직

의 구조, 규모, 매출액, 연혁 등의 정보와 각 의료협동조합의 사업 및 활

동들을 확인하였으며 교육 자료와 사업 자료를 통해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각 사업들의 목표와 성과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설

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수행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의료

협동조합의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여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표 14>.

관계적
특성 의사와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직원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조합원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조합의 크기가 커질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건강증진
활동특성 보건예방실 서비스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역모임, 소모임, 건강실천단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요?

지역모임, 소모임, 건강실천단은 일차의료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서비스
발전방안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중 다른 의료기관에
도 장려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왜 그 점이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장점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이 보완되면 의료협동조합의 일차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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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혼합방법연구의 분석

1. 양적연구

첫째, 조직변수와 개인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주형 변

수의 경우에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확인하였다. 의료협동조합 유형별로 일반

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교차분

방법 대상 내용

문서정보 총회
자료집 2017-2019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총회 자료집

2017-2019 15개 의료협동조합 총회 자료집

교육
자료

2012 의료생협 건강증진실천 사업모델 건강실천단 운영
매뉴얼

2012 의료생협다운 의료기관 경영

2013 함께 걸어 좋은 길 II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
강관 연구 1차 자료-

2017 보건복지위원회 통합건강매뉴얼 2.0V

사업
자료

2005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
한 연구

2007년 의료생협 “길동무” 활동 보고집

2014 의료협동조합 20주년 기념행사 자료집-한국의료협
동조합 20주년 발자취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2016 장애인주치의사업 1차년도 성과대회 자료집

2017 장애인주치의사업 2차년도 성과대회 자료집

2017 장애인 주치의 사업 2차년도 연구 보고서

2018 2015~2018(4년차) 건강점프 활동 보고서

2019 살림의료협동조합 주치의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참여관찰 연구자 2018년 9월-2020년 5월 사이에 참여관찰

<표 14> 문헌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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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입동기, 의사와의 관계, 직원과

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구성차원을 설정하였기 때

문에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검토하였다. 셋째, 의료협동조합 조직의 특성과 조합원 개인의 특성을 동

시에 고려하여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일차의료서비스 질 및 건강생활습관

변화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를 시

행하였다. 먼저 종속변수 외에 어떠한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

형(Base model) 분석을 통해 일차의료서비스 질과 건강증진활동 참여

여부가 의료협동조합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조직변수와

개인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s regression modeling)을 적용한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

(2-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도구로

는 Stata 15을 사용하였다.

2. 질적연구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연구자가 분석적 귀납 방법을 통해 찾아낸 코드

중에서 서로 관련되거나 연결되는 코드들을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진행

하는 과정을 통해 코드 사이의 관계, 특징 등을 개념화하고 분류하면서

핵심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구조하고 조직화하는 분석 방

법이다(Braun & Clarke, 2006).

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주제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

가 직접 심층면담자료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대화 흐름 그대로

작성된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녹취록에 담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명목 코딩을 진행하였다. 조사질문에 대한 응답과 반응의 주제

어들을 중심으로 의미 코드(code)를 부여하였고 코드 간 관계에 따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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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ategory)를 설정하였으며 각 범주의 특성에 따라 핵심 주제(theme)

를 도출하여 코드북(codebook)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

로 60개의 하위 범주, 23개의 범주, 5개의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5개 주제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방법 및

녹취록을 다시 검토한 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고 필요한 인용구를 선택하여 최종 결과를 기술하였다.

3. 연구의 통합

양적연구에서는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

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후속 질적연구에서는 의료협동조합

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일차

의료가 제공되는 조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후 양적

연구결과와 질적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조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을 설명하였다.

제 6 절 혼합방법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는 Lincoln 등(1985)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 기준인 정확성

(credibility),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

가능성(confirmability)에 기반 하여 연구 준비,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현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참여 관찰

을 수행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심층면담결과, 의료협

동조합 내부 자료집 및 학술 문헌, 신문 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동료 연구

자 1인에게 분석 과정과 연구 결과 및 해석에 대해 지속적으로

debriefing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면담 과정 중 연구참여자의

응답에 대해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되물어서 확인받았고 자료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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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참여자의 응답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상반된 사례와 비전형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가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이전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thick description)

하려고 노력하였다. 의존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 모집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등 연구 과정

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확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과와 해석

에 대한 연구자의 잠재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약학과

보건학을 전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시각을 가진 연구자의

위치를 인식하였고 이러한 시각이 연구 결과와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면서 연구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현장노

트와 현장일지를 분석에 반영하였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반복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선입관과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연

구를 오랫동안 수행한 보건학 교수 1인의 감사를 받음으로써 1인 연구자

의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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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양적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조직의 일반적 특성

15개 의료협동조합의 평균 조직유지기간은 12.73년이었고 평균 조합원

수는 2,352명이었으며 조직유지기간에 비례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사업체 수는 3.73개였다. 안성, 안산, 살림의료협동

조합은 분점을 운영하였는데 안성의료협동조합은 의원, 한의원, 검진센터

를 운영하는 분점과 의원을 운영하는 분점이 있었고 안산, 살림의료협동

조합은 의원을 운영하는 분점이 있었다. 조직유지기간이 긴 안성, 인천평

화, 안산의료협동조합은 검진센터, 의원, 한의원,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

간호사업소 등 예방, 치료, 복지시설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의원을 운

영하고 있는 의료협동조합 중 느티나무, 민들레, 살림, 마포의료협동조합

은 예방시설인 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원을 운영하고 있

는 원주의료협동조합과,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성남, 시흥희망의

료협동조합은 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이 6곳이었고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협동조

합은 5곳이었으며 의원과 한의원을 모두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은 4곳이

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570,056원이었고 조합원 1인당 출자금

은 279,670원으로 출자금보다 매출액이 더 많았다.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

동 중 하나인 건강소모임은 조합원 100명당 0.37개였으며 조합원의 필요

를 파악하는 지역모임은 조합원 100명당 0.24개로 지역모임 수가 더 적

었다. 조합원 1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0.10명이었는데 의원과 한의원이

모두 있는 조합의 조합원들은 한의원을 상용치료기관으로 이용하지 않았

으므로 의사 수에 한의사 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사업부 직원 수는 0.22명이었고, 조합사업부 직원 수는 0.19

명이었다. 조직구조 중 건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거나 직원현황에

케어코디네이터가 있는 경우 보건예방조직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5곳의

의료협동조합에서 보건예방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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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지
기간 조합원 사업체

수
의료기관
유형 매출액 출자금 소모임

수
지역모임

수
(한)의사

수
의료사업부
직원 수

조합사업부
직원 수

보건예방
조직

느티나무 5 1,028 2 의원 261,279 401,506 0.49 0.78 0.19 0.19 0.29 있음

민들레 17 3,751 6 모두 603,016 341,860 1.04 0 0.08 0.35 0.21 없음

마포 7 1,244 2 의원 241,023 302,147 0 0.40 0.08 0.16 0.16 없음

살림 7 2,655 5 의원 709,451 437,783 0.53 0.23 0.08 0.15 0.30 있음

성남 11 1,440 2 한의원 161,991 213,031 0 0 0.10 0.21 0.07 없음

수원 10 1,482 2 한의원 775,105 252,230 0.61 0.74 0.07 0.13 0.20 없음

시흥희망 10 2,374 3 한의원 1,516,248 340,870 0.42 0.17 0.04 0.08 0.13 없음

안산 19 5,952 8 모두 788,109 204,063 0.20 0.13 0.07 0.24 0.22 없음

안성 25 6,257 11 모두 819,122 164,724 0.51 0.51 0.10 0.46 0.22 있음

원주 17 1,455 2 의원 495,533 207,548 0.07 0 0.21 0.21 0.21 없음

인천평화 23 2,682 6 모두 756,600 268,331 0.41 0.22 0.04 0.41 0.11 있음

전주 15 1,304 3 한의원 456,595 247,020 0.31 0.15 0.08 0.15 0.31 없음

함께걸음 14 1,729 2 한의원 475,457 390,630 0.35 0 0.06 0.12 0.17 있음

행복한
마을 7 1,362 1 한의원 196,642 241,454 0.29 0.15 0.15 0.15 0.07 없음

홍성
우리마을 4 563 1 의원 294,671 181,867 0.36 0.18 0.18 0.36 0.18 없음

평균 12.73 2,352 3.73 570,056 279,670 0.37 0.24 0.10 0.22 0.19

주: 매출액, 출자금은 조합원 1인당, 소모임, 지역모임, 의사, 의료사업부 직원 수, 조합사업부 직원 수는 조합원 100명당 수치를 나타냄

<표 15> 연구대상조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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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안성,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이 속해 있는 ‘지역중심 팀추구형’

의 조직유지기간이 17.67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조합원 수도 3,3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합원 1인당 매출액은 612,333원, 출자금은 278,187원으로

매출액과 출자금 모두 두 번째로 많았다. 조합원 100명당 소모임 수는

0.47개, 지역모임 수는 0.50개로 소모임과 지역모임 모두 가장 많았다. 조

합원 100명당 (한)의사 수는 0.11명, 조합사업부 직원 수는 0.2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의료사업부 직원 수는 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는 민들레, 성남, 수원, 시흥희망, 안산, 원주, 전

주, 행복한마을의료협동조합이 속하여 가장 많은 조합을 포함하고 있었

다. 조직유지기간이 13.25년으로 두 번째로 길었으며 조합원 수도 2,390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조합원 1인당 매출액은 624,155원으로 가장 많

았으나 출자금은 256,010원으로 세 번째였다. 조합원 100명 당 소모임 수

는 0.37개였고 지역모임 수는 0.17개로 소모임과 지역모임 수 모두 세 번

째였다. 조합원 100명당 (한)의사 수는 0.10명이고 의료사업부 직원 수는

0.19명이며 조합사업부 직원 수는 0.18명으로 모두 세 번째였다.

살림, 함께걸음의료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의

조직유지기간은 10.5년이었고 조합원 수는 2,192명으로 세 번째였다. 조

합원 1인당 매출액은 592,454원으로 세 번째였으나 출자금은 414,207원으

로 가장 많았다. 조합원 100명 당 소모임 수는 0.44개로 두 번째로 많았

으며 지역모임 수는 0.11개로 세 번째였다. 조합원 100명 당 (한)의사 수

는 0.07명으로 가장 적었고 의료사업부 직원 수도 0.13명으로 가장 적었

으나 조합사업부 직원 수는 0.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는 마포, 홍성우리마을의료협동조합이 포함되

었다. 조직유지기간이 5.5년으로 가장 짧았으며 조합원 수도 904명으로

가장 적었다. 조합원 1인당 매출액은 267,847원, 출자금은 242,007원으로

매출액과 출자금도 가장 적었다. 조합원 100명 당 소모임 수는 0.18개로

가장 적었으나 지역모임 수는 0.29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조합원 100명 당

(한)의사 수는 0.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사업부 직원 수는 0.2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조합사업부 직원 수는 0.17명으로 가장 적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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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유지기간(년)

조합원(명) 매출액(원) 출자금(원)
소모임
수(개)

지역모임
수(개)

(한)의사
수(명)

의료사업부
직원 수(명)

조합사업부
직원 수(명)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13.25±4.30 2,390±1,664624,155±42,8774256,010±5,5771 0.37±0.33 0.17±0.24 0.10±0.05 0.19±0.08 0.18±0.0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5.5±2.12 904±482 267,847±37,935 24,2007±85,051 0.18±0.25 0.29±0.16 0.13±0.07 0.26±0.14 0.17±0.01

지역중심
팀추구형

17.67±11.02 3,322±2,673612,333±305,625278,187±118,698 0.47±0.05 0.50±0.28 0.11±0.08 0.36±0.14 0.21±0.09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0.5±4.95 2,192±655 592,454±165,459414,207±33,343 0.44±0.13 0.11±0.16 0.07±0.01 0.13±0.02 0.24±0.09

전체 12.73±6.50 2,352±1,720570,056±350,000279,671±85,281 0.37±0.26 0.24±0.25 0.10±0.05 0.22±0.12 0.19±0.08

주: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음, 매출액, 출자금은 조합원 1인당, 소모임, 지역모임, 의사 수, 의료사업부, 조합사업부 직원 수는 조합원 100명당 수치를 나타냄

<표 16> 조합유형별 연구대상조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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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76.56%가 여성이었고 40대와 50대의 비율이 63.41%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8.33%였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인 경우가

66.69%였다. 소득수준은 1분위, 2분위가 37.69%이고 4분위, 5분위가

45.36%로 4분위, 5분위가 더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쁘다고 응답

한 경우가 54.72%로 더 많았으나 만성질환 개수는 0.38±0.67개였다.

참여유형은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과 조합 운영과정에 모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적극참여형’이 52.61%로 가장 많았으며 조합 운영과정에만

참여하는 ‘운영참여형’이 23.19%였고 의료기관만 이용하고 여타의 활동

에는 참여하지 않는 ‘무심형’이 14.25%였으며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에

만 참여하는 ‘이용참여형’이 9.95%로 가장 적었다. 보상적동기는 77.60

±19.68점이었고 집합적동기는 80.57±21.01점으로 보상적동기보다 집합적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용한 평균사업

체 수는 2.12±1.9개였고 조합참여기간은 5.67±4.82년이었으며 의사와의

관계지속기간은 3.47±3.42년이었다.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사를 주치

의라라고 인식하는 점수는 3점 만점에 2.19±1.19점이었다. 직원과의 관계

는 100점 만점에 76.28±19.01점인데 비해 의사와의 관계는 100점 만점에

83.53±16.96점으로 의사와의 관계에 대한 점수가 더 높았다<표 17>.

‘지역중심 팀추구형’은 다른 유형들이 40대 이하의 비율이 50대 이상의

비율보다 높은데 비해 50대 이상의 비율이 70.98%로 더 높았으며 다른

유형들이 대졸이상의 비율이 더 높은데 비해 고졸이하의 비율이 52.16%

로 더 높았다. 만성질환 개수도 0.55±0.76개로 가장 많았으며 조합참여

기간도 8.19±6.43점으로 가장 길었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40대 이

하의 비율이 68.28%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비율이 22.76%이며 대졸

이상인 경우가 81.38%이고 소득수준은 1분위, 2분위인 경우가 44.14%였

다.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은 40대 이하인 경우가 56.66%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8.00%이며 대졸이상인 경우가 79.33%이고 소득수준은 1분

위, 2분위인 경우가 49.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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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동기는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이 81.61±17.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79.37±17.63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집합적동

기는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83.91±21.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체성중

심 팀추구형’이 83.37±17.93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즉, ‘지역중심 의

사중심형’과 ‘지역중심 팀추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

성중심 팀추구형’이 연령이 낮았고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았

고 보상적동기와 집합적동기가 높았다.

한편 조합원의 참여유형 중 의료기관만 이용하는 ‘무심형’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은 19.34%이고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20.00%인데 비해

‘지역중심 팀추구형’은 4.31%였고,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은 4.00%이였다.

그러나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과 조합 운영과정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적극참여형’은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은 44.34%이고,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48.97%인데 비해 ‘지역중심 팀추구형’은 64.31%, ‘정체성중

심 팀추구형’은 71.33%이었다. 즉, ‘지역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지역중심 팀추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의

료기관만 이용하는 ‘무심형’의 비율이 낮았고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과

조합 운영과정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참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와의 관계지속기간은 유형별 차이가 없었으나 주치의 인

식, 의사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는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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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χ2

(F)
사후
분석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성 908 (76.56) 478 (75.16) 102 (70.34) 200 (78.43) 128 (85.33) 10.75*

남성 278 (23.44) 158 (24.84) 43 (29.66) 55 (21.57) 22 (14.67)

연령 30대이하 221 (18.63) 123 (19.34) 41 (28.28) 19 (7.45) 38 (25.33) 115.46***

40대 379 (31.96) 219 (34.43) 58 (40.00) 55 (21.57) 47 (31.34)

50대 373 (31.45) 204 (32.08) 27 (18.62) 88 (34.51) 54 (36.00)

60대이상 213 (17.96) 90 (14.15) 19 (13.10) 93 (36.47) 11 (7.33)

배우자 유무 있음 929 (78.33) 516 (81.13) 112 (77.24) 208 (81.57) 93 (62.00) 28.18***

없음 257 (21.67) 120 (18.87) 33 (22.76) 47 (18.43) 57 (38.00)

교육수준 고졸이하 395 (33.31) 204 (32.08) 27 (18.62) 133 (52.16) 31 (20.67) 66.09***

대졸이상 791 (66.69) 432 (67.92) 118 (81.38) 122 (47.84) 119 (79.33)

소득수준 1분위 62 (5.23) 27 (4.25) 13 (8.97) 13 (5.10) 9 (6.00) 44.25***

2분위 385 (32.46) 176 (27.67) 51 (35.17) 84 (32.94) 74 (49.33)

3분위 201 (16.95) 104 (16.35) 32 (22.07) 46 (18.04) 19 (12.67)

4분위 339 (28.58) 210 (33.02) 32 (22.07) 70 (27.45) 27 (18.00)

5분위 199 (16.78) 119 (18.71) 17 (11.72) 42 (16.47) 21 (14.00)

조합참여유형 무심형 169 (14.25) 123 (19.34) 29 (20.00) 11 (4.31) 6 (4.00) 81.55***

운영참여형 275 (23.19) 154 (24.21) 34 (23.45) 54 (21.18) 33 (22.00)

<표 17> 조합유형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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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참여형 118 (9.95) 77 (12.11) 11 (7.58) 26 (10.20) 4 (2.67)

적극참여형 624 (52.61) 282 (44.34) 71 (48.97) 164 (64.31) 107 (71.33)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537 (45.28) 281 (44.18) 74 (51.03) 116 (45.49) 66 (44.00) 2.35

나쁨 649 (54.72) 355 (55.82) 71 (48.97) 139 (54.51) 84 (56.00)

만성질환 개수 0.38±0.67 0.31±0.62 0.35±0.69 0.55±0.76 0.40±0.69 7.95*** 1,2<3

보상적동기 77.60±19.68 77.40±20.47 79.37±17.63 74.74±19.65 81.61±17.36 4.32** 3<4

집합적동기 80.57±21.01 80.25±21.94 83.91±21.06 77.65±19.88 83.67±17.93 4.03* 3<2,4

이용한 사업체 수 2.12±1.22 2.06±1.16 1.17±0.37 2.72±1.46 2.31±0.93 58.96*** 2<1,4<3

조합참여 기간 5.67±4.82 5.39±4.45 3.37±1.45 8.19±6.43 4.82±3.28 40.20*** 2<1,4<3

의사와 관계지속기간 3.47±3.42 3.60±3.30 3.20±1.30 3.70±4.80 2.80±2.20 2.86*

주치의 인식 2.19±1.19 2.03±1.26 2.46±1.02 2.39±1.03 2.26±1.17 9.02*** 1<2,3

의사와의 관계 83.53±16.96 81.55±17.49 89.83±13.36 83.78±16.63 85.47±16.76 10.47*** 1,3<2

직원과의 관계 76.28±19.01 73.38±19.91 86.55±15.37 76.89±17.28 77.63±17.49 20.34*** 1,3,4<2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5 (100)

* : p<0.05,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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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1. 전반적인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15개 의료협동조합을 상용치료원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평가한 의료

협동조합의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균 점수는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70.10±18.85점이었다. 3개 속성 중 조정성 영역이 75.89±20.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대점수인 75점보다 높았다. 전인적 의료 영역은 73.69±21.82

점으로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점수인 75점에 근접한 값을 나타냈

다. 포괄성 영역이 59.83±19.28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최댓값

86.29점으로 100점보다 낮았다<표 18>.

포괄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

한 처치를 받습니까?(예: 상처소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

사 등)”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의원을 상용치료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는 검사나 처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성 영

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 조정성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조정성은 총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총점 평균이 75.89±20.98점으

로 기대점수인 75점보다 높았다.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일차의료서비스 질 586 70.10 18.85 0 95.43

조정성 698 75.89 20.98 0 100

전인적 의료 807 73.69 21.82 0 100

포괄성 694 59.83 19.28 0 86.29

<표 18>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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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문항의 점수가 82.89±21.34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문항의 점수가 68.00±29.13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19>.

설문도구 개발 시 지역사회 지향성으로 분류하였던 문항들의 점수가 기

대점수인 75점보다 높았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의료협동조합의 의사가 지

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서도 상의하는지에 대

한 문항들은 기대점수인 75점에 근접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실제로 세부

전문의나 상급의료기관, 보건의료 시설들을 소개해주는지에 대한 문항들

의 점수는 기대점수인 75점보다 낮았다. 의료협동조합에서 개인이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소모임, 건강실천단 등을 운영하

고 있었지만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시설을 소개해 주는지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의료기관 소개에 대한 문항의 점수보다 낮았다.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985 82.89 21.34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지역의 보건, 복지, 환경
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959 80.37 21.52 0 100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979 79.26 21.01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935 76.26 23.97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까?

911 74.81 24.85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
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의합니까?

931 74.60 25.67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치료에 필요한 세부전문
의나 상급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소개해줍니까?

855 71.52 27.41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
의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853 68.00 28.72 0 100

계 698 75.89 20.98 0 100

<표 19> 조정성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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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인적 의료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전인적 의료는 총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총점 평균이 73.69±21.82

점이었다.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주는지에 대한 문

항의 점수가 80.85±20.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를 개인적으로 알아

서 가치관, 취향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점수가

67.43±29.48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20>.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을 알려주는지, 주요한 병력을 알고 있는지

등 건강과 질병, 치료에 관한 문항의 점수는 높은 편이었으나 직장과 직

업, 건강과 관련된 걱정, 가족 관계 등 환자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3) 포괄성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포괄성은 총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총점 평균이 59.83±19.28점으

로 3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약물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한 점수가 77.37±2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협동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1,073 80.85 20.97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주요한 병력을
알고 있습니까?

985 77.36 23.35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957 72.41 30.15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건강과 관련해 어떤 걱
정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967 72.39 26.05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누구와 같이 사
는지 알고 있습니까?

923 69.04 31.17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를 한 사람의 개인
으로 알고 있습니까?

915 67.43 29.48 0 100

계 807 73.69 21.82 0 100

<표 20> 전인적 의료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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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의사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는지,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문제

들을 대부분 상의하는지에 대한 점수도 높은 편이었다<표 21>.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의료협동조합의 의사와 상의하는지에 대한 문항

의 점수가 64.29±29.1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의료협동조합의 의사에게

간단하고 흔한 처치를 받는지에 대한 문항과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협동조합의 의사와 상의하는지에 대한 문항의 점수도 낮게 나타

났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한 결과로 일차의

료기관보다는 전문검진센터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과 환자가 의사와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

로 생각된다.

2.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본 결과 일차의료서비스 질의 평균점수, 조정성 영역, 전인적

의료 영역, 포괄성 영역 모두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가장 높았고 ‘정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이곳 의사 선생님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
담해 줍니까? (비타민제, 영양제 포함)

980 77.37 23.43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

966 72.85 29.83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1,186 72.39 25.48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868 69.87 27.40 0 100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1,186 67.58 27.15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처
치를 받습니까?

819 65.38 31.15 0 100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1,186 64.29 29.13 0 100

계 694 59.83 19.28 0 86.29

<표 21> 포괄성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



- 80 -

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지역중심 의사중심형’과 ‘지역중심 팀추구

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일차의

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

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의 경우 포괄성 영역을 제외한 전체 일차의료서비

스 질, 조정성 영역, 전인적 의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기대점수인 75점보

다 높게 나타났다<표 22>.

1)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성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조정성 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가장

높았고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의사중심

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지

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

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문항은 모든 유형에

서 기대점수인 7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표 23>.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

~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일차의료
서비스 66.85±19.70 80.02±15.10 70.22±16.90 72.57±18.08 11.66*** 1,3<2

조정성 72.29±22.25 84.76±16.93 76.75±18.50 79.37±20.02 10.79*** 1<2,43<2

전인적
의료 71.10±22.94 82.06±18.97 71.60±19.49 78.82±20.64 10.11*** 1,3<2,4

포괄성 55.51±20.21 69.95±15.01 62.40±16.68 62.60±18.47 17.12*** 1<2,3,43<2

* : p<0.05, **: p<0.01, *** : p<0.001

<표 22> 조합유형별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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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료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체성중심 의

사중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조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합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의사가 환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므로 ‘정체성중심 의사

중심형’에서 조정성 영역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2)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전인적 의료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전인적 의료 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가

장 높았고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의사중

심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

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예: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가가 높았다. “이곳 의사 선생

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예: 금연, 절

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문항은 모든 유형에서 기대점수인 7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표 24>.

이는 건강증진과 예방을 추구하는 의료협동조합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조직유지기간이 짧고 조

직크기가 작아서 다른 유형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가까울 가능성이

크므로 의사가 환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로 인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

형’에서 전인적 의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3)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포괄성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

포괄성 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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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조직유지기간이 짧고 조직크기

가 작아서 다른 유형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가까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로 인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서 포

괄성 영역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한편 조정성과 전인적 의료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정체

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지역중

심 의사중심형’ 순으로 나타난데 비해 포괄성 항목 중 “이곳 의사 선생

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처치를 받습니

까?(예: 상처소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항목은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순으

로 나타났다.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는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운

영하고 있는 조합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지역중심 팀추구형’에 포함된

의료협동조합은 모두 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과

‘지역중심 팀추구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가가 높았다. ‘이곳 의

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항목은 모든 유형에서 기

대점수인 75점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

다<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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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81.60±22.55 86.15±22.24 81.64±19.11 86.65±18.09 3.28*

이곳 의사 선생님은 지역의 보건, 복지, 환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78.20±22.82 88.00±18.68 78.92±20.23 83.65±18.86 8.44*** 1,3<2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
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76.53±21.92 86.30±18.00 78.66±19.96 83.80±19.64 10.19*** 1<2,4

3<2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73.07±25.46 85.12±20.05 77.25±21.73 78.69±22.42 9.19*** 1,3<2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까?

70.96±26.37 84.71±20.25 76.79±22.20 76.89±23.73 11.28***1<3,4<2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
료 내용에 대해 상의합니까? 70.48±27.10 85.42±19.87 76.89±22.80 76.86±25.65 12.62***1<3,4<2

이곳 의사 선생님은 치료에 필요한 세부전문의나
상급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소개해줍니까? 65.09±29.77 83.33±18.86 77.14±22.35 74.57±26.67 19.50*** 1<2,3,4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의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63.49±29.99 76.55±24.84 72.59±25.45 69.83±29.03 8.89*** 1<2,3

* : p<0.05, **: p<0.01, *** : p<0.001

<표 23> 조합유형별 조정성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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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예: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79.55±22.22 84.35±19.80 80.41±18.73 83.39±19.94 2.74*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주요한 병력을 알고 있
습니까? 73.98±24.76 84.92±18.39 77.88±21.66 82.88±21.80 10.59***

1<2,4
3<2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 알
고 있습니까? 70.60±31.14 79.53±29.45 69.57±29.68 76.98±26.00 4.57** 1,3<2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건강과 관련해 어떤 걱정
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69.89±27.26 77.98±25.61 71.36±23.79 78.24±23.49 5.88*** 1<2,4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누구와 같이 사는지 알고 있
습니까? (1인가구인 경우 1인가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64.57±32.69 81.15±27.15 65.34±29.46 79.56±25.77 16.06*** 1,3<2,4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알
고 있습니까? (예: 가치관, 취향 등) 65.14±30.73 75.00±28.63 67.06±26.56 69.42±28.59 3.90* 1<2

* : p<0.05, **: p<0.01, *** : p<0.001

<표 24> 조합유형별 전인적 의료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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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이곳 의사 선생님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비타민제, 영양제 포함) 73.38±25.09 85.35±20.70 79.36±19.75 81.94±21.83 12.41*** 1<2,3,4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
까? (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67.12±32.03 83.01±25.47 79.56±22.87 72.93±31.06 15.44*** 1<2,3

4<2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문제
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68.71±26.76 83.28±19.99 74.80±22.51 73.33±26.01 14.56***

1<2,3
3<2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67.89±28.56 74.03±28.64 70.95±24.25 72.41±25.83 2.04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 의
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62.81±28.11 79.83±21.31 69.71±25.13 72.33±26.57 19.27*** 1<2,3,43<2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처치를 받
습니까? (예: 상처소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58.67±32.68 82.02±23.55 68.99±27.07 66.83±31.05 20.18*** 1<2,33,4<2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
저 방문합니까? 58.53±29.68 74.66±27.32 70.10±26.81 68.83±26.85 19.92*** 1<2,3,4

* : p<0.05, **: p<0.01, *** : p<0.001

<표 25> 조합유형별 포괄성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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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협동조합 가입동기

1) 보상적동기

(1) 측정문항 검증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측정문항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26>. 절대적합지수 중 χ2 검

증에서는 모형이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H0)이

기각되어 모형의 적합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

려도 쉽게 기각되어 대개의 경우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잘 반영하는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RMSEA=0.30, TLI=0.84, CFI=0.95

이었다. TLI와 CFI는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05와 0.1 사이 값이

면 모델 적합도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Fayers &

Machin, 2015), RMSEA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TLI와 CFI가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잠재변수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측정지표들을 사

용하여야 잠재변수를 충분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심

준섭, 201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내

적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0.71이었는

데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0.8 이상이면

우수하며 0.9 이상이면 이상적이라고 간주한다(Fayers & Machin, 2015).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신뢰도

χ2 RMSEA TLI CFI Cronbach’s α

929.45** 0.00 1.00 1.00 0.71

<표 26> 보상적동기 변수의 모델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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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적동기 측정

보상적동기는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총점 평균이 77.60±16.68점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

으려고 가입하였다(예: 충분한 진료상담, 적절한 항생제 처방)” 문항의

점수가 85.43±21.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얻

기 위해 가입하였다(예: 건강교육 참여)” 문항의 점수가 79.68±23.04점이

었으며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였다.(예: 건강소모임, 건

강실천단 등)” 문항의 점수가 67.69±28.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하였다는 동기와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하였다는 동기는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점수

인 75점보다 높았지만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였다는 동기

는 75점보다 낮았다<표 27>.

(3)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보상적동기

보상적동기는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입하였다는 동기와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얻

기 위해 가입하였다는 동기는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

심형’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에서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가입하
였다. (예:충분한 진료상담, 적절한 항생제 처방) 85.43 21.48 0 100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하
였다.(예:건강교육 참여) 79.68 23.04 0 100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였다.
(예:건강소모임, 건강실천단 등) 67.69 28.86 0 100

계 77.60 19.68 0 100

<표 27> 보상적동기 문항에 대한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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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였다는 동기가 다른 동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28>.

2) 집합적동기

(1) 측정문항 검증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

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절대적

합지수 중 χ2 검증에서는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RMSEA, TLI, CFI 중에서는 TLI, CFI 가 기준치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Cronbach α 값

은 0.76이었다<표 29>.

(2) 집합적동기 측정

집합적동기는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총점 평균이 80.57±21.01점으로 총점 평균이 77.60±16.68점인 보상적

동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신뢰도

χ2 RMSEA TLI CFI Cronbach’s α

1694.48** 0.00 1.00 1.00 0.76

<표 29> 집합적동기 변수의 모델적합도 지수

~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보상적동기 77.40±20.47 79.37±17.63 74.74±19.65 81.61±17.36 4.32** 3<4

의료서비스 85.22±21.64 92.24±15.46 79.80±24.38 89.33±17.70 12.74*** 1<23<1,2,4

건강정보 79.68±23.78 80.69±23.34 77.16±22.41 83.00±20.13 2.16

건강증진활동 67.30±29.12 65.17±30.94 67.25±28.17 72.50±26.51 1.82

* : p<0.05, **: p<0.01, *** : p<0.001

<표 28> 조합유형별 보상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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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다(예: 장애인주치의사업, 건강조례제정 등)” 문항이 81.75±23.37점

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권리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예: 조합

원들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 등)” 문항이 80.33±23.43점이었으며 “한국 의

료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예: 상업화된 의료, 치료위주

의 진료 등)” 문항이 79.64±24.25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각 문항 별 점수

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모든 항목이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점수

인 75점보다 높았다<표 30>.

(3)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집합적동기

집합적동기는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중

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세부 영역

에서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이 ‘지역중심 의사

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정

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보다 의료협동조합의 활동 목표를 더 잘 이해한 상

태에서 가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31>. 이는 공동의 문제를 함

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 정체성 공동체가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지리적 공동체보다 결속력과 통합의 수준이 높다는

Laverack(2009)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환자권리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예: 조합원들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 등) 80.33 23.43 0 100

한국 의료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
였다. (예: 상업화된 의료, 치료위주의 진료 등) 79.64 24.25 0 100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예: 장애인주치의사업, 건강조례제정 등) 81.75 23.37 0 100

계 80.57 21.01 0 100

<표 30> 집합적동기 문항에 대한 세부평가



- 90 -

4. 의료협동조합 가입경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경우가 52.70%로 가

장 많았으며 의료협동조합 직원이 권유하여서 가입하게 된 경우가

23.36%였고 다른 단체에서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듣고 가

입하게 된 경우가 18.04%였다. 이를 통해 주로 권유를 통해 의료협동조

합에 가입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협동조합 사업소를 이용해보고 가입하게 된 경우가 15.35%였으며

의료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가입하게 된 경우는

6.66%로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는 권유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 경우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홍보물을 보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5.06%였으며 직접 알아보고 가입

하는 경우는 3.80%였고 언론매체의 기사를 접하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

는 2.61%로 권유를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가입하는 경우

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표 32>.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

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유형 모두에

서 지인의 소개, 직원의 권유, 다른 단체에서의 소개를 통해 의료협동조

합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집합적동기 80.25±21.94 83.91±21.06 77.65±19.88 83.67±17.93 4.03* 3<2,4

환자권리 실현 79.95±24.28 82.07±25.29 78.04±21.58 84.17±20.36 2.48

의료문제 해결 79.09±25.00 83.45±23.98 76.67±23.15 83.33±22.37 3.76* 3<2

지역사업 지지 81.72±24.44 86.21±22.03 78.24±23.31 83.50±18.96 3.99* 3<2

* : p<0.05, **: p<0.01, *** : p<0.001

<표 31> 조합유형별 집합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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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 사업소를 이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권유를 받고 가입한

경로와 직접 가입하게 된 경로로 분류하여 살펴 본 결과는 <표 33>와

같다.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권유에 의해 가입하게 된

경우가 48.82%고 가장 많았고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직접 가입하게 되

는 경우가 20.40%였으며 서비스 이용 후 권유를 받아 가입하게 되는 경

우가 19.73%였다. 서비스 이용 전에 직접 알아보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

가 11.05%로 가장 적었다. 모든 유형에서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

하기 전에 권유를 받아 가입하게 되는 경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직접 알아보고 가입하게 되는 경로가 가장

적었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과 ‘지역중심 팀추구형’은 서비스를 이용한

후 권유에 의해 가입하게 되는 경로와 직접 가입하게 되는 경로의 비율

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

형’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직접 가입하는 경로가 권유에 의해 가입

하게 되는 경로보다 더 많았다.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 대중적인 방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권유를 받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명(%) 명(%) 명(%) 명(%) 명(%)

지인 소개 625(52.70) 349(54.87) 69(47.59) 128(50.20) 79(52.67)

직원 권유 277(23.36) 151(23.74) 23(15.86) 75(29.41) 28(18.67)

단체 소개 214(18.04) 116(18.24) 40(27.59) 34(13.33) 24(16.00)

사업소 이용 182(15.35) 75(11.79) 29(20.00) 50(19.61) 28(18.67)

프로그램 참가 79 (6.66) 42(6.60) 4(2.76) 18(7.06) 15(10.00)

홍보물 60 (5.06) 22(3.46) 17(11.72) 9(3.53) 12(8.00)

직접 45 (3.80) 21(3.30) 5(3.45) 9(3.53) 10(6.67)

발기인 43 (3.63) 19(2.99) 11(7.59) 10(3.92) 3(2.00)

기사 31 (2.61) 19(2.99) 2(1.38) 3(1.18) 7(4.67)

직원 입사 28 (2.36) 19(2.99) 0(0.00) 5(1.96) 4(2.67)

<표 32> 가입경로(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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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입하게 되는 경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

체성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은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

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와 함께 건강과

관련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의료협

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정체성중

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직접

가입하게 되는 경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5. 의료협동조합 참여방식

1)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 참여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 참여 건강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46.71%이었고

건강소모임에 참여한 경우가 41.99%였으며 건강실천단에 참여한 경우가

36.26%였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건강

교육과 건강소모임에 참여한 경우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질병을 관리하

기 위해 진행하는 건강실천단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지역보건요

원을 양성하는 건강리더모임에 참여한 경우가 7.00%로 가장 적었다. 보

건예방조직이 있는 ‘지역중심 팀추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건

강교육, 건강소모임, 건강실천단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4>.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χ2

명(%) 명(%) 명(%) 명(%) 명(%)

참여 전 권유 579(48.82) 337(52.99) 67(46.21) 112(43.92) 63(42.00)28.40***

참여 전 직접 131(11.05) 63(9.91) 25(17.24) 21(8.24) 22(14.67)

참여 후 권유 234(19.73) 127(19.97) 20(13.79) 62(24.31) 25(16.67)

참여 후 직접 242(20.40) 109(17.14) 33(22.76) 60(23.53) 40(26.67)

계 1,186(100) 636(100) 145(100) 255(100) 150(100)

<표 33> 조합 유형 별 가입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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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

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와

같다.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62.56%였으며 협동조

합 유형별로는 ‘지역중심 팀추구형’에서 62.35%로 가장 높았게 나타났다.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은 56.67%였으며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은 39.78%

였고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35.86%로 가장 낮았다.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에 혼자서 참여하는 경우는 27.57%였고 의료협

동조합 가입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33.90%

였으며 의료협동조합에서 알게 된 조합원과 참여하는 경우는 33.47%였

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의료협동조합 가

입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는데

‘지역중심 팀추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는 의료협동조합에서 알

게 된 조합원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 36>.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명(%) 명(%) 명(%) 명(%) 명(%)

건강교육 554(46.71) 265(41.67) 56(38.62) 140(54.90) 93(62.00)

건강소모임 498(41.99) 229(36.01) 45(31.03) 149(58.43) 75(50.00)

건강실천단 430(36.26) 95(14.94) 25(17.24) 63(24.71) 45(30.00)

건강리더 7(0.59) 5(0.79) 0(0.00) 2(0.78) 0(0.00)

<표 34> 개인중심 건강증진활동 참여내용(복수응답)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χ2

명(%) 명(%) 명(%) 명(%) 명(%)

안함 444(37.44) 383(60.22) 93(64.14) 96(37.65) 65(43.33) 36.31***

함 742(62.56) 253(39.78) 52(35.86) 159(62.35) 85(56.67)

계 1,186(100) 636(100) 145(100) 255(100) 150(100)

<표 35> 조합유형별 개인중심 건강증진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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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의

료협동조합에서 알게 된 조합원과 참여하는 경우가 33.47%였고 의료협

동조합 가입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과 참여하는 경우가 29.93%였으며

혼자서 참여하는 경우가 25.97%였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10.62%였다

<표 37>. 의료협동조합 유형별로는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에서 참

여하지 않은 경우의 비중이 적었고 의료협동조합에서 알게 된 조합원과

참여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통해 보건예방조직이 있는 ‘지역중

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보건예방조직이 없는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보다 의료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조합원의 권유에 의해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명(%) 명(%) 명(%) 명(%) 명(%)

혼자 327(27.57) 182(28.62) 48(33.10) 60(23.53) 37(24.67)

지인 402(33.90) 203(31.92) 61(42.07) 95(37.25) 43(28.67)

조합원 397(33.47) 182(28.62) 21(14.48) 119(46.67) 75(50.00)

<표 36>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 참여방식(복수응답)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χ2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126 (10.62) 82 (12.89) 23 (15.86) 13 (5.10) 8 (5.33) 75.67***

혼자 308 (25.97) 174 (27.36) 45 (31.03) 58 (22.75) 31 (20.67)

지인 355 (29.93) 198 (31.13) 56 (38.62) 65 (25.49) 36 (24.00)

조합원 37 (33.47) 182 (28.62) 21 (14.48) 119 (46.67) 75 (50.00)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표 37> 건강관련 활동 참여 방식(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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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38.03%로 가장 많았고 의료사업부와 조합사업부

직원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36.09%였으며 조합원 스스로

프로그램 홍보물 등을 받아보고 참여하는 경우가 12.90%였다. 의사나 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5.65%로 가장 적었다. 의료협

동조합 유형별로는 ‘지역중심 의사중심형’과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지역중심 팀추구형’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에서 조합원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 38>. 이러한 결과 역

시 보건예방조직이 있는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보건예방조직이 없는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보

다 의료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운영참여

운영참여는 의료협동조합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고의사결정구조인 총회에 참여한 경우가 46.46%로 가장 많았

고 의료협동조합 설명회 및 의료협동조합의 활동과 참여방법에 대해 소

개하는 신규조합원 환영회에 참여한 경우는 41.65%였다. 협동조합의 운

영방식에 대해 교육하거나 총회안건을 설명하는 등 조합운영 및 협동조

합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36.26%였으며 조합원의 필요를 파악

하는 기본 단위인 지역모임에 참여한 경우는 35.75%였고 의료협동조합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25.38%였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명(%) 명(%) 명(%) 명(%) 명(%)

(한)의사 67(5.65) 31(4.87) 9(6.21) 15(5.88) 12(8.00)

직원 428(36.09) 232(36.48) 35(24.14) 105(41.18) 56(37.33)

조합원 451(38.03) 223(35.06) 49(33.79) 109(42.75) 70(46.67)

스스로 153(12.90) 66(10.38) 27(18.62) 34(13.33) 26(17.33)

<표 38> 건강관련 활동참여 권유자(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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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기획하

고 집행하는 위원회에 참여한 비율은 24.54%였다. 지역문제 및 의료정책

과 관련된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68%였으며 건강비관련

소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0.84%였다<표 39>. 의료협동조합

유형별로는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지역중심 의

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보다 운영참여 비율이 높았다.

의료협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 및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5.80%였는데 이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62.56%인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표 40>. 의료협동조합 유형별로는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은 44.50%였고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44.14%로 운영참

여를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지역중심 팀추구형’은 운영

참여를 한 경우가 68.63%였고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은 77.33%로 운영참

여를 한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예방조직이 있는 ‘지역중심 팀추

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에서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활동 참여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명(%) 명(%) 명(%) 명(%) 명(%)

총회 551(46.46) 259(40.72) 72(49.66) 131(51.37) 89(59.33)

조합원 환영회 494(41.65) 222(34.91) 45(31.03) 131(51.37) 96(64.00)

조합운영 교육 430(36.26) 197(30.97) 34(23.45) 113(44.31) 86(57.33)

지역모임 424(35.75) 172(27.04) 32(22.07) 137(53.73) 83(55.33)

자원봉사활동 301(25.38) 131(20.60) 16(11.03) 89(34.90) 65(43.33)

위원회 및 이사회 291(24.54) 126(19.81) 26(17.93) 77(30.20) 62(41.33)

지역문제 교육 186(15.68) 92(14.47) 15(10.34) 46(18.04) 33(22.00)

건강비관련소모임 10(0.84) 1(0.16) 0(0.00) 3(1.18) 6(4.00)

<표 39> 운영참여 내용(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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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유형

개인 중심 건강증진 활동과 운영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적극참여형’이

52.61%로 가장 많았다. 운영과정에만 참여하는 ‘운영참여형’이 23.19%였

으며 의료서비스만 이용하는 ‘무심형’이 14.25%였다. 개인 중심 건강증진

활동에만 참여하는 ‘이용참여형’이 9.95%로 가장 적었다<표 41>.

6. 의료협동조합 내 관계

1) 의사와의 관계

(1) 측정문항 검증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측정문항을 선정하였

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문항 간 내

적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절대적합지수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χ2

명(%) 명(%) 명(%) 명(%) 명(%)

안함 287(24.20) 353(55.50) 81(55.86) 80(31.37) 34(22.67) 57.31***

함 899(75.80) 283(44.50) 64(44.14) 175(68.63) 116(77.33)

계 1,186(100) 636(100) 145(100) 255(100) 150(100)

<표 40> 조합유형 별 운영참여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χ2

명(%) 명(%) 명(%) 명(%) 명(%)

무심형 169(14.25) 123(19.34) 29(20.00) 11(4.31) 6(4.00) 81.55***

운영참여형 275(23.19) 154(24.21) 34(23.45) 54(21.18) 33(22.00)

이용참여형 118(9.95) 77(12.11) 11(7.59) 26(10.20) 4(2.67)

적극참여형 624(52.61) 282(44.34) 71(48.97) 164(64.31) 107(71.33)

계 1,186(100) 636(100) 145(100) 255(100) 150(100)

<표 41> 조합유형별 참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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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χ2 검증에서는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RMSEA

와 TLI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CFI가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적

어도 3개 이상의 측정지표들을 사용하여야 잠재변수를 충분하게 나타내

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심준섭, 201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수

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은 0.95로 문항 간 내적일치도가 높았다<표 42>.

(2) 의사와의 관계 측정

의사와의 관계는 총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

을 때 총점 평균이 83.54±16.96점이었다. 환자가 하는 설명이나 질문을

잘 이해한다는 문항의 점수가 84.36±18.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증상에 대

해 의사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문항의 점수가 82.72±19.06점

으로 가장 낮았지만 5개 문항 모두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점수인

75점보다 높았다<표 43>.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하는 설명이나 질
문을 잘 이해합니까? 84.36 18.14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시간을 충분히 내어 환자
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83.71 18.42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검사결과와 질병에 대해
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까? 83.37 19.05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
습니까? 83.54 18.33 0 100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귀하의 증상에 대해 편
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82.72 19.06 0 100

계 83.54 16.96 0 100

<표 43> 의사와의 관계 문항의 일반적 특성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신뢰도

χ2 RMSEA TLI CFI Cronbach’s α

523.39*** 0.30 0.84 0.92 0.95

<표 42> 의사와의 관계 변수의 모델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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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의사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변수 및 의사와의 관계 변수의 모든 세부문항에서 ‘정체

성중심 의사중심형’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지역

중심 팀추구형’,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순으로 나타났다<표 44>. ‘지역중

심 의사중심형’과 ‘지역중심 팀추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조

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합원 수가 적었는데 조직유지기간이 짧고 조

직크기가 작은 경우 조직유지기간이 길고 조직크기가 큰 경우에 비해 의

사가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합원이

평가하는 의사와의 관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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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의사와의 관계 81.55±17.49 89.83±13.36 83.78±16.63 85.47±16.76 10.47*** 1,3<2

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하는 설명이나 질문
을 잘 이해합니까?

82.27±19.01 90.69±13.48 85.00±17.83 86.00±17.25 9.41*** 1,3<2

이곳 의사 선생님은 시간을 충분히 내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81.76±19.07 90.34±14.79 84.31±17.86 84.50±18.24 9.01*** 1,3,4<2

이곳 의사 선생님은 검사결과와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까?

81.17±20.05 89.31±15.80 83.43±18.23 86.83±17.31 9.37***
1<2,4
3<2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81.80±19.03 90.00±14.55 83.53±17.70 84.67±18.27 8.25*** 1,3<2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귀하의 증상에 대해 편안
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80.74±19.95 88.79±15.00 82.65±18.57 85.33±18.13 8.29*** 1,3<2

* : p<0.05, **: p<0.01, *** : p<0.001

<표 44> 조합유형별 의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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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치의 인식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로 인식하는지는 3점 척도에서 평균 2.19

±1.19점이었으며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2.46±1.0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중심 팀추구형’이 2.46±1.02점이었으며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이 2.26

±1.17점이었고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이 2.03±1.26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45>.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은 조직유지기간이 짧고 조직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직유지기간이 길고 조직크기가 큰 경우에 비해 의사가 조합원

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로 인해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로 인식하는지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건강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아플 때 주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의사

라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6.9%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

인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라는 문항은 71.59%였고 건강관

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라는 문항은 70.74%였다<표 46>.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χ2

명(%) 명(%) 명(%) 명(%) 명(%)

건강조언, 치료
필요시 상의 912(76.90) 454(71.38) 125(86.21) 220(86.27) 113(75.33)30.79***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849(71.59) 424(66.67) 115(79.31) 196(76.86) 114(76.00)6.75**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

839(70.74) 416(65.41) 117(80.69) 194(76.08) 112(74.67)20.30***

<표 46> 주치의 인식 문항 별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값 사후분석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2.03 1.26 0 3 9.02*** 1<2,3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2.46 1.02 0 3

지역중심 팀추구형 2.39 1.03 0 3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2.26 1.17 0 3

<표 45> 조합유형별 주치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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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과의 관계

(1) 측정문항 검증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치도

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절대적

합지수 중 χ2 검증에서는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RMSEA, TLI, CFI 중에서는 TLI, CFI 가 기준치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Cronbach α 값

은 0.94로 문항 간 내적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47>.

(2) 직원과의 관계 측정

총 4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76.28±19.01점

으로 83.54±16.96점이었던 의사와의 관계 점수 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합

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77.97±19.97점으

로 가장 높았고 충분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73.97±21.58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4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77.97 19.97 0 100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조합원의 설명이나 질
문을 잘 이해한다. 76.62 20.31 0 100

의료협동조합 직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76.56 21.22 0 100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준다. 73.97 21.58 0 100

계 76.28 19.01 0 100

<표 48> 직원과의 관계 문항의 일반적 특성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신뢰도

χ2 RMSEA TLI CFI Cronbach’s α

153.63*** 0.25 0.89 0.96 0.94

<표 47> 직원과의 관계 변수 모델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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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직원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이 86.55±15.37점

으로 가장 높았고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이 77.63±17.49점이었으며 ‘지역

중심 팀추구형’이 76.89±17.28점이었고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이 73.38±

19.91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49>.

의사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조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합원 수가 적은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의

특성이 직원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유지기

간이 짧고 조직크기가 작은 경우 조직유지기간이 길고 조직크기가 큰 경

우에 비해 직원들이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합원이 평가하는 직원과의 관계 점수가 더 높았을 것이다.

‘의료협동조합의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와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조합원의 설명이나 질문을 잘 이해한다’ 문항은 ‘정체성중심 팀추

구형’에서 ‘지역중심 팀추구형’ 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의료협동조합 직원

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와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준다’ 문항은 ‘지역중심 팀추구형’에서 ‘정체성중심 팀

추구형’ 보다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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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F값

사후
분석

직원과의 관계 73.38±19.91 86.55±15.37 76.89±17.28 77.63±17.49 20.34***1,3,4<2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74.61±20.81 87.41±16.44 78.92±18.54 81.50±18.19 19.44***1,3<2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조합원의 설명이나 질문을
잘 이해한다.

73.27±21.30 87.07±16.69 77.35±18.41 79.50±18.33 20.66***1<3,4<2

의료협동조합 직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
다.

74.14±22.21 87.41±15.90 76.96±19.49 75.67±21.08 16.13***1,3,4<2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충분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
를 들어준다.

71.50±22.46 84.31±18.15 74.31±20.14 73.83±20.34 14.36***1,3,4<2

* : p<0.05, **: p<0.01, *** : p<0.001

<표 49> 조합유형 별 직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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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하는 기초모형 분

석을 통해 의료협동조합별로 일차의료서비스 질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전체 관찰 분산에서 조직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값이 0.05 이상

인 경우 조직 간 변이가 있다고 보고 다수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

단한다(Heck & Thomas, 2009).

일차의료서비스 질, 조정성, 포괄성, 전인적 의료 모두 ICC값이 0.05 이

상으로 조직 간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χ2 검증에서는 선형회귀

모형과 다수준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H0)이 기각되었으므로 다

수준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일차의료서비스 질의

경우 조직수준의 변수의 투입으로 설명 가능한 변량이 21%였으며 포괄

성은 25%였고, 조정성은 17%였으며, 전인적 의료는 15%였다<표 50>.

1)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일차의료서비스 질과의 연관성

의료협동조합별로 일차의료서비스 질과 일차의료서비스의 속성인 조정

성, 포괄성, 전인적 의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수준,

조직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수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의료서비

스 질과 일차의료서비스의 각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수행한 다수준분석의 결과는 <표 51>와 같다.

변수 조직수준 분산개인수준 분산 ICC χ2

일차의료서비스 질 76.62 278.45 0.21 105.49***

조정성 73.88 364.39 0.17 96.20***

포괄성 92.13 280.98 0.25 151.44***

전인적 의료 73.40 400.29 0.15 103.04***

* : p<0.05, **: p<0.01, *** : p<0.001

<표 50> 기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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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인 경우에서(b=6.57,

P<.01)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조직구조 요인 중 일

차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차의료기관 유형이 있었

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비해 의원을 운영하는 조합과

(b=15.45, P<.01) 의원과 한의원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서(b=8.46,

P<.05)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조직 내 관계 요인도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쳤는데 의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b=0.58,

P<.001),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라고 인식할수록(b=4.01, P<.001),

직원과의 관계가 좋을수록(b=0.12, P<.001)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

가가 높았다. 개인수준에서는 연령이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30대 이하에 비해 60대 이상에서(b=-4.14 P<.05) 일차의료서비

스 질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일차의료서비스 속성 중 조정성 영역도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질

평가에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팀추

구형’인 경우에서(b=6.27, P<.05) 조정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조정성은

조직 내 관계 요인과 개인요인이 질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의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b=0.59, P<.001),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라고 인

식할수록(b=2.89, P<.001), 직원과의 관계가 좋을수록(b=0.17, P<.001), 이

용한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b=1.33, P<.05) 조정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

다. 그러나 30대 이하에 비해 60대 이상인 경우(b=-5.55, P<.05)에서는

조정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일차의료서비스 속성 중 포괄성에 영역 또한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질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

사중심형’인 경우(b=0.59, P<.001), ‘지역중심 팀추구형’인 경우(b=17.34,

P<.05),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인 경우(b=5.65, P<.05)에서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조직구조 요인 중에서는 일차의료기관 유형과 지역모임

수, 의료사업부 직원 수가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조직 내 관계요인 중

에서는 의사와의 관계와 주치의 인식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개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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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보상적동기 이용한 사업체 수, 조합참여유형, 소득수준이 유의

한 영향이 있었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비해 의원을 운영하

는 조합과(b=16.72, P<.01) 의원과 한의원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서(b=13.76, P<.001)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지역모임 수가 많을

수록(b=-1.08, P<.05), 의료사업부 직원 수가 많을수록(b=-9.60, P<.05)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그러나 의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b=0.42,

P<.001),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라고 인식할수록(b=5.40, P<.001),

보상적동기가 높을수록(b=0.10, P<.01), 이용한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b=1.43, P<.05), 의료기관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무심형’ 조합원에 비해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에도 참여하고

조합의 운영과정에도 참여하는 ‘적극참여형’ 조합원일수록(b=3.21 P<.05),

소득 1분위에 비해 소득 2분위(b=4.21, P<.05), 5분위에서(b=4.71, P<.05)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일차의료서비스 속성 중 전인적 의료 또한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에

서(b=12.30, P<.001) 전인적 의료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조직구조 요인

중에서는 일차의료기관 유형과 조합사업부 직원 수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 조직 내 관계 요인 중 의사와의 관계, 주치의 인식이 유의한 영

향이 있었다.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비해 의

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조합과(b=14.16, P<.05) 의원과 한의원

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서(b=10.30, P<.05) 전인적 의료에 대한 평

가가 높았으며 조합사업부 직원 수가 많을수록(b=-3.94, P<.05) 전인적

의료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의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b=0.66, P<.001),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라고 인식하고 있을수록(b=4.45, P<.001),

직원과의 관계가 좋을수록(b=0.13, P<.001) 전인적 의료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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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분석: 일차의료서비스 질

전체
(n=586)

조정성
(n=698)

포괄성
(n=694)

전인적 의료
(n=807)

변수 범주 β t β t β t β t

조협동조합유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4.09 3.11 -1.17 3.93 11.45*** 3.34 -1.43 3.68

직(지역중심 의사중심형=1) 지역중심 팀추구형 10.94 7.35 2.41 9.32 17.34* 7.82 1.62 8.78

수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6.57** 2.52 6.27* 3.18 5.65* 2.70 12.30*** 2.93

준의료기관 유형(한의원=1) 의원 15.45** 5.35 9.36 6.75 16.72** 5.68 14.16* 6.33

의원, 한의원 모두 있음 8.46* 3.48 4.47 4.42 13.76*** 3.75 10.30* 4.12

총사업체 수 0.20 0.62 -0.40 0.78 0.32 0.67 -0.04 0.74

매출액 -0.01 0.36 0.06 0.46 0.35 0.38 0.02 0.42

출자금 -7.82 4.01 -3.16 5.06 -7.79 4.22 -7.90 4.73

지역모임 수 -1.36 0.79 -0.34 0.98 -1.80* 0.84 0.22 0.93

소모임 수 1.97 1.11 0.51 1.42 2.09 1.18 2.02 1.34

의사 수 -2.05 3.38 -0.01 4.20 0.62 3.54 -0.14 3.93

의료사업부 직원 수 -6.52 3.96 0.43 5.05 -9.60* 4.21 -5.55 4.75

조합사업부 직원 수 -1.65 1.33 -0.40 1.66 -1.38 1.41 -3.94* 1.60

개보상적동기 15.38 19.65 0.05 0.04 0.10** 0.03 0.07 0.04

인집합적동기 0.04 0.03 0.04 0.04 0.02 0.03 0.04 0.03

수이용한 사업체 수 0.67 0.53 1.33* 0.67 1.43* 0.57 0.05 0.64

준조합참여기간 -0.10 0.12 -0.08 0.16 -0.18 0.13 -0.08 0.14

조합참여유형(무심형=1) 운영참여형 0.31 1.70 2.63 2.06 -0.57 1.74 -0.64 1.96

이용참여형 -0.17 2.09 0.81 2.54 0.04 2.15 -2.19 2.32

적극참여형 1.45 1.60 3.07 1.93 3.21* 1.62 0.49 1.82

<표 51> 조합유형과 일차의료서비스 질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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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분석: 일차의료서비스 질

전체
(n=586)

조정성
(n=698)

포괄성
(n=694)

전인적 의료
(n=807)

변수 범주 β t β t β t β t

직원과의 관계 0.12*** 0.03 0.17*** 0.04 0.05 0.03 0.13*** 0.03

의사와의 관계 지속기간 0.28 0.17 0.26 0.22 0.20 0.18 0.22 0.19

주치의 인식 4.01*** 0.46 2.89*** 0.58 5.40*** 0.49 4.45*** 0.56

의사와의 관계 0.58*** 0.03 0.59*** 0.04 0.42*** 0.03 0.66*** 0.04

성별(여성=1) 남성 0.33 1.02 -0.47 1.29 0.22 1.09 1.50 1.22

연령(30대 이하) 40대 -1.22 1.29 -1.20 1.60 -0.57 1.39 -1.27 1.54

50대 -0.55 1.42 -1.41 1.76 1.02 1.53 -2.27 1.67

60대 이상 -4.14* 1.77 -5.55* 2.24 -3.56 1.88 -1.99 2.07

배우자 유무(있음=1) 없음 1.04 1.21 1.52 1.50 1.94 1.27 0.31 1.42

교육수준(고졸이하=1) 대졸이상 -0.89 1.09 -0.63 1.37 -1.88 1.19 -0.22 1.30

소득수준(1분위=1) 2분위 0.31 1.91 0.45 2.34 4.21* 2.07 -1.21 2.38

3분위 0.63 2.14 2.62 2.64 3.13 2.31 -2.06 2.65

4분위 -0.30 2.09 1.64 2.58 4.10 2.26 -1.61 2.60

5분위 2.71 2.19 2.59 2.70 4.71* 2.38 3.50 2.72

주관적 건강상태(좋음=1) 나쁨 1.66 0.86 0.88 1.08 -0.60 0.93 1.90 1.02

만성질환 개수 -1.21 0.65 -0.97 0.83 -1.31 0.70 -0.45 0.76

절편 15.38 -6.05 15.16 12.74

모형적합도 R2=0.73 R2=0.59 R2=0.64 R2=0.73
주 : 1은 기준범주를 의미함, * : p<0.05,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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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조합원의 조합참여와의 연관성

기초모형 분석 결과 의료협동조합 운영과정 참여의 ICC값은 0.13이었고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의 ICC값은 0.07로 0.05 이상이었으므로 다

수준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료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과(Odds Ratio[OR], 8.04; Confidence Interval

[CI], 2.43-26.57)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인 경우(OR, 21.78; CI, 5.68-

83.53) 운영과정에 참여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조직구조 요인 중 의료기

관 유형, 총사업체 수, 매출액, 의사 수, 조합사업부 직원 수가 유의한 영

향이 있었는데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의원을 운영하는 조합과

(OR, 0.03; CI, 0.00-0.33), 운영 사업체가 많을수록(OR, 0.69; CI,

0.53-0.89) 운영과정에 참여할 승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매출액이 많을

수록(OR, 1.19; CI, 1.05-1.36), 의사가 많을수록(OR, 10.14; CI, 2.32-

44.22), 조합사업부 직원이 많을수록(OR 2.47 CI, 1.48-4.14) 운영과정에

참여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집합적 동기, 이용한 사업체

수, 조합참여기간, 교육수준, 만성질환 개수가 영향을 미쳤는데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OR, 0.73; CI, 0.57-0.93) 운영과정에 참여할 승산이 감

소하였다. 그러나 집합적 동기가 높을수록(OR, 1.01; CI, 1.00-1.02), 이용

한 사업체가 많을수록(OR, 1.53; CI, 1.25-1.88), 조합참여기간이 길수록

(OR, 1.16; CI, 1.10-1.23),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인 경우(OR, 1.93;

CI, 1.31-2.83) 운영과정에 참여할 승산이 증가하였다<표 52>.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와는 연관성이 없었

다.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에는 조직구조 요인 중 총사업체 수, 조

합 내 관계 요인 중 주치의 인식, 개인요인 중 보상적동기, 이용한 사업

체 수, 조합참여기간이 연관성이 있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수가 많

은 경우(OR, 1.24; CI, 1.00-1.52), 주치의 인식이 높을수록(OR, 1.24; CI,

1.09-1.02), 보상적동기가 높을수록(OR, 1.03; CI, 1.02-1.04), 이용한 사업

체 수가 많을수록(OR, 1.38; CI, 1.15-1.66), 조합참여기간이 길수록(OR,

1.11; CI, 1.06-1.16)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참여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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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 조합참여

의료협동조합 운영과정 참여(n=1,186)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n=1,186)

변수 범주 OR 95% CI OR 95% CI

조 협동조합유형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1.00 1.00

직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8.04*** 2.43-26.57 1.78 0.68-4.65

수 지역중심 팀추구형 0.22 0.02-2.01 1.79 0.18-17.58

준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21.78*** 5.68-83.53 1.96 0.91-4.22

의료기관 유형 한의원 1.00 1.00

의원 0.03** 0.00-0.33 0.83 0.16-4.38

의원, 한의원 모두 있음 3.15 0.83-11.95 0.84 0.27-2.61

총사업체 수 0.69** 0.53-0.89 1.24* 1.00-1.52

매출액 1.19** 1.05-1.36 0.92 0.83-1.02

출자금 3.29 0.77-14.01 1.09 0.34-3.55

지역모임 수 1.08 0.82-1.42 1.10 0.87-1.39

소모임 수 0.67 0.45-1.01 1.08 0.78-1.50

의사 수 10.14** 2.32-44.22 1.25 0.44-3.58

의료사업부 직원 수 2.12 0.56-8.02 0.84 0.26-2.67

조합사업부 직원 수 2.47*** 1.48-4.14 0.71 0.47-1.05

개 보상적동기 1.01 1.00-1.02 1.03*** 1.02-1.04

인 집합적동기 1.01** 1.00-1.02 1.00 0.99-1.01

수 이용한 사업체 수 1.53*** 1.25-1.88 1.38*** 1.15-1.66

준 조합참여기간 1.16*** 1.10-1.23 1.11*** 1.06-1.16

직원과의 관계 1.00 0.99-1.01 1.00 0.99-1.01

의사와의 관계 지속기간 0.95 0.88-1.03 0.95 0.89-1.02

<표 52> 조합유형과 조합참여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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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 조합참여

의료협동조합 운영과정 참여(n=1,186)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n=1,186)

변수 범주 OR 95% CI OR 95% CI

주치의 인식 1.07 0.92-1.24 1.24** 1.09-1.42

의사와의 관계 1.00 0.98-1.01 0.99 0.98-1.00

성별 여성 1.00 1.00

남성 1.17 0.79-1.72 0.98 0.70-1.36

연령 30대 이하 1.00 1.00

40대 0.80 0.51-1.25 1.07 0.71-1.61

50대 1.13 0.69-1.85 1.00 0.64-1.56

60대 이상 1.08 0.58-1.98 1.36 0.77-2.38

배우자 유무 없음 1.00 1.00

있음 0.69 0.46-1.05 0.81 0.56-1.18

교육수준 고졸이하 1.00 1.00

대졸이상 1.93*** 1.31-2.83 1.21 0.86-1.69

소득수준 1분위 1.00 1.00

2분위 1.21 0.60-2.47 0.96 0.50-1.84

3분위 1.18 0.53-2.59 0.90 0.44-1.85

4분위 1.10 0.51-2.38 0.63 0.31-1.29

5분위 1.45 0.64-3.28 0.79 0.38-1.63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00 1.00

나쁨 0.87 0.64-1.19 0.80 0.61-1.05

만성질환 개수 0.73* 0.57-0.93 0.88 0.70-1.10

모형적합도 LR χ2=537.04*** LR χ2=660.78***

주 : 1은 기준범주를 의미함, * : p<0.05, **: p<0.01, *** : p<0.001, LR: Likeljhood Rati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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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1.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일차의료서비스 질

의료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팀추

구형’에서 일차의료서비스 질, 조정성, 포괄성, 전인적 의료 항목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 속해 있는 살림의료협동조합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기존의 의료가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따라 취

약한 질병의 종류, 질병에 따른 증상과 경과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

괄적으로 진단, 치료한다고 보았고 이를 극복하는 여성주의 의료를 제공

하는 것을 표방하며 설립되었다(민, 2009). 함께걸음의료협동조합은 장애

인이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강봉심, 2015). 즉 ‘정체성중심 팀

추구형’은 의료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과 관련된 필요가

분명하였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예방조직을 통해 조합 내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관련된 필요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중심 의

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았을 것이다.

조직구조 요인으로는 의료기관 유형 및 조직의 크기와 관련된 특성이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

보다 의원을 운영하거나 의원과 한의원을 모두 운영하는 조합에서 일차

의료서비스 질, 포괄성, 전인적 의료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한의원에서

는 검사, 검진, 처치 등의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경우에서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았을 것이다. 지역모

임 수, 의료사업부 직원 수라는 조직구조 특성은 조직의 크기와 관련되

어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역모임 수가 많을수록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으며 조합사업부 직원 수가 많을수록 전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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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크기가 큰 조합일수록 운영하고 있는 사업

체 수가 많으므로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소규모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명인 채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직원과 조합원과의 관계가

느슨하게 작동하여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충분하게 안내받지 못한 채로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모

임 수가 많을수록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을 수 있다. 한편 조직의

크기가 클수록 조직 구성이 세분화, 분절화 되기 때문에 조합의 직원 수

는 증가하지만 조합원을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직원이 조합원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조합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인적 의료 항목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의료협동조합 내 관계적 특성 중 의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의료협동

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라고 인식할수록 일차의료서비스 질, 조정성, 포괄

성, 전인적 의료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직원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일

차의료서비스 질, 조정성, 전인적 의료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의사와 환

자의 관계 형성에는 관계 지속기간 보다 상담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쳤

는데 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관심 갖고 들어주며 명확하게 설명해주

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주어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Ridd, Shaw, Lewis & Salisbury, 2009). 따라서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고 있고 현재 만나고 있는 의사를 주치의라

고 인식하는 경우에서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높았을 것이다.

접수처의 직원이 친절하거나 의료기관의 분위기가 밝고 마음에 드는 경

우 환자는 보다 편안하게 의사와의 상담에 임하게 된다(Ridd et al,

2009).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의사의 상담시

간이 길어서 환자의 대기시간도 긴 편이므로 일부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접수처에 조합사업부 직원이나 코디네이터 등 건강증진조직가, 주민활동

가 역할을 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조합의 활동을 소개하고 소식을 전달하

며 조합원의 의견이나 필요를 파악하여 의사와 조합에 전달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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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직원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고 조합사업부 직원에게 건강이나 조합과 관련된 필

요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

한 평가가 높았을 수 있다.

보상적동기가 높은 조합원일수록, 의료기관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무심

형’ 조합원에 비해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활동과 조합운영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적극참여형’ 조합원일수록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즉, 의료협동조합의 지향과 목표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개인 중심 건강증

진활동에 실제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때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충

분하게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요인 중에서는 연령, 소득, 이용한 사업체 수가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30대 이하인 경우에 비해 60대 이상인 경우 일차

의료서비스 질과 조정성 영역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의료협동조합의 의

사는 환자와의 동반 관계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증진에 나서도록 돕

는 상호참여 모형의 의사-환자 관계를 추구한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경

우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관계에 더 익숙하므로 일

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도가 심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성통증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할 확률이 높아서 상급의료기관이나 통증관리를 전문적으

로 하는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

한 내용을 의료협동조합의 의사에게 상담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

에 조정성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소득 1분위에 비해 소득 2분위와 5분위인 경우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환자들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를 판단해주거나 복잡

한 의료체계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해줄 사람을 필

요로 한다(Street, Makoul, Arora & Epstein, 2009). 의사가 환자와의 의

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치료나 검사에 대한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해주고

환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해준다면

환자가 직접 판단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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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환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소득분위와 비슷한 정도로

포괄성에 대해 평가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1분위에 비해 소득 2분

위인 경우에서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5분위의

경우에는 환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건강증진에 나서도록

돕는 수평적 의사-환자 관계가 포괄성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였을 것이

다. 이용해 본 사업소 수가 많아서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한 경우 의료협동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이

해가 넓어지기 때문에 조정성과 포괄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을 수 있다.

2. 의료협동조합 유형과 조합원의 조합참여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

추구형’에서 조합의 운영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에 속한 마포의료협동조합은 공동육아를 기반으로 시작된

마을공동체인 성미산공동체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성우리마을의료

협동조합은 귀농귀촌 생태공동체를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의약분업예외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상 ‘리’ 단위에 위치해 있다.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 속한 살림의료협동조합은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설립

되었고 함께걸음의료협동조합은 장애인 공동체와 함께 설립되었다. 따라

서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의 경우 의료협동조합

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필요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조합의

운영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조직구조 요인으로는 의료기관 유형, 총사업체 수, 의사 수, 조합사업부

직원 수가 운영참여와 연관성이 있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조합보다 의

원을 운영하는 조합에서 운영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마포, 원주, 홍성우리마을의료협동조합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협동조합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원주는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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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마포의 성미산 공동체와 홍성의 귀농귀촌 생태공동체에

는 의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소모임 이외에도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다. 따라서 마포, 원주, 홍성우리마

을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의료협동조합 활동 이외에도 공동체 내의

다른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협동조

합 외부에서도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협동

조합의 운영과정에 대한 참여는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들은 의사가 주민운동을 촉진하는 조직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김종희, 2013), 조합사업부 직원들은 조합원들

이 조합의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조합원이 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 수, 조합사업부 직원 수가 많은 경우 조

합원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진 의사, 조합사업부 직원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운영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였을 것이

다. 총사업체 수는 조직의 크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운영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운영하는 사업체 수가 많은 조합의 조합원은 소규모 조

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명인 채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

해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에 각 조합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작

아지므로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이나 강제 또한

함께 작아져서 운영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개인요인 중 집합적동기, 조합참여기간, 이용한 사업체 수, 교육수준, 만

성질환 개수가 운영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집합적동기가 높을수록, 조합

참여기간이 길수록 운영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광묘, 2014). 의료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의료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수시로 교육받는다. 따라서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에 노출되

는 빈도가 많아지게 되므로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또

한 조직에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랜 기간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의료협동조합의 문화를 더 잘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크다. 따

라서 의료협동조합에 오랜 기간 참여한 조합원일수록 운영과정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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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집합적동기는 개인이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협동조합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환자전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할 때의 동기이다. 따라서 집합적동기가 높은 경우 의료협

동조합의 목표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운영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용해 본 사업소가 많을수록 건강과 관련된 필요를 충족하였을 가능성

이 높아져서 운영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 지식, 시민적 기술 등 시민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많아서

참여 성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Milbrath & Goel, 1977). 만성질환 개수

는 실제 건강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변수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운영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는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총 사업체 수가 많은 조합일수록, 보상적동기가 높

을수록, 이용한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조합참여기간이 길수록, 의료협동

조합의 의사를 주치의라고 인식할수록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수가 많은 경우 조합의 규모

가 크기 때문에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지지하는 서비스 또한 대규

모로 진행될 것이므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과 관련된 필요

를 충족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참여할 확률

이 증가하였다. 조합참여기간이 길면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노출되

는 빈도가 많아지므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역량 강화라는 의료협

동조합의 목표를 이해하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되어 건강생활습관 실

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을 수 있다. 보상적동기는 의료협동조합에 가

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및 건강정보를 제공받고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게 된 동기이므로 보상적동기가 높을수록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의료협동조합의 의사를 주

치의라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의사의 지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

문에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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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질적연구결과

제 1 절 심층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면담에는 총 28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18명은 의료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각 부서의 책임자이다. 이 중 4명은 의료협동조합연

합회에서도 활동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 10명(55.56%), 여성 8명

(44.44%)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연령은 30대 1명(5.55%), 40대 7명

(38.89%), 50대 7명(38.89%), 60대 3명(16.67%)로 40대와 50대가 77.78%

였다. 근무연수는 최소 5년부터 최대 15년으로 평균 13.44년으로 심층면

담에 참여한 직원은 모두 의료협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의료협동조합에 근

무하였다. 의사 4명(22.22%), 한의사 1명(5.56%), 보건예방실 책임자 7명

(38.89%), 조합사업부 책임자 6명(33.33%)로 한의사를 제외하고는 비슷

하게 분포하였다<표 53>.

직원 성별 연령 근무연수 담당영역

직원1 여 50대 25 보건예방실 책임자, 코디네이터

직원2 남 60대 25 조합사업부 책임자,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직원3 여 60대 23 보건예방실 책임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원4 여 60대 20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직원5 남 50대 18 조합사업부 책임자

직원6 여 50대 18 보건예방실책임자, 간호사, 장애인주치의사업담당자

직원7 여 50대 18 보건예방실 책임자, 간호사, 길동무사업 담당자

직원8 남 50대 18 조합사업부 책임자

직원9 남 50대 10 의사

직원10 남 40대 10 의사

직원11 남 50대 10 조합사업부 책임자

직원12 남 40대 10 한의사, 이사

직원13 여 30대 8 조합사업부 책임자

<표 53> 직원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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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10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활동, 의료협동조합 운영과정

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이었다. 2명(20%)는 지역보건요원으

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1명(10%)은 지역보건요원 교육사업 팀장으로 활

동한 경험이 있었다. 4명(40%)은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의료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참여한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25년으로 의료협

동조합의 설립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2명을 제외하고는 의료협동조합의

설립 초기부터 참여한 조합원이었다<표 54>.

직원14 여 40대 8 의사

직원15 남 40대 6 조합사업부 책임자

직원16 여 40대 5 간호사

직원17 남 40대 5 의사

직원18 남 40대 5 조합사업부 책임자

조합원 성별 연령 참여연수 활동

조합원1 여 60대 25 활동조합원, 지역보건요원

조합원2 여 70대 25 활동조합원, 이사

조합원3 여 50대 15 활동조합원, 이사

조합원4 여 50대 15 활동조합원

조합원5 여 40대 10 활동조합원, 이사

조합원6 여 70대 10 활동조합원

조합원7 여 50대 10 활동조합원, 지역보건요원 교육팀장

조합원8 여 30대 8 활동조합원

조합원9 여 40대 5 활동조합원, 이사

조합원10 여 30대 5 활동조합원

<표 54> 의료협동조합 조합원 연구참여자



- 121 -

제 2 절 질적연구 분석결과

질적연구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협동조합

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일차의

료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의사, 한의사,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합사업부 책임

자,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던 심층면담 자료를 주제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60개의 하위

범주,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의료

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상황’과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

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으로 나누어 심층면담

조사 결과와 수집한 문서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1.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상황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상황과 관련되어 총 24개의

하위 범주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의료

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상황’,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

과 일차의료 통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이라는 2개의 주제가 도출되

었다<표 55>.

주제(Theme) 범주(Category) 하위범주(Subcategory)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
의료 통합 상황

안성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현황

건강상담실장이 조합 내 자원 연계

건강실천단, 검진 후 관리 등 인구집
단 관점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

살림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현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
동처방사로 구성된 팀기반 관리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가 조합 내 서
비스 연계

보건예방담당자가 없 진료 시 의사가 생활습관 상담

<표 55>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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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현황

조합원들끼리 운영하는 건강소모임
진행

전체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현황

개인 중심 건강증진 중 일차의료서비
스 조정 이루어짐

개인 중심 건강증진 중 인구집단 관
점 서비스 제공됨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중 지역사회
건강문제 사정 진행되지 않음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중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됨

의료협동조합 건
강증진과 일차의
료 통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의료협동조합 일차의
료서비스에 대한 공
통 인식

적정진료와 저렴한 진료비

친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의사의 자상한 태도

길고 자세한 상담

진료실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의사-환
자 관계

정체성중심 의사중심
형, 정체성중심 팀추
구형의 의료협동조합
일차의료서비스에 대
한 인식

의사가 조합원의 건강관을 알고 있음

조합원의 건강관에 기반하여 건강문
제를 상의할 수 있음

의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음

조합원이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
여할 수 있음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대한 인식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경우 있음

건강증진활동과 의료서비스 연계 이
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정체성중심 의사중심
형, 정체성중심 팀추
구형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대
한 인식

건강증진활동과 의료서비스 연계 이
유 인식

건강소모임과 건강실천단이 건강증진
역량강화 프로그램임을 인식

의료협동조합 건강증진활동의 서비스
대상자일 때는 적극적 참여

의료협동조합 건강증진활동의 서비스
제공자일 때는 소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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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상황

‘지역중심 팀추구형’ 중 안성의료협돋조합은 1994년 설립 초기부터 조합

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활동을 담당하는 보건예방실을 운영하였다. 조

합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협동조합 내 자원과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조합원 평생건강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

었으며 보건예방실의 역할을 이어받은 건강상담실장이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맡아 자원을 연계하고 있었다. 건강상담실장은 의료기관을 정기

적으로 방문하는 만성질환자에게 규칙적인 약물복용, 건강생활습관 실천

등 자가 관리를 돕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검진센

터를 방문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유소견자

에게는 진료를 연계하였고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에게는 건강생활습관

실천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년에 설립된 살림의료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의사, 간호사, 사회복

지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팀에 기반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

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만성질환자에게 약물복용, 생활습관교정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케어코디네이터를 맡아서 환자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였다. 특히 살림의료협동조합은 운

동센터가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에서 운동처방전을 발행하여 운동센터의 운동처방사에게 의뢰하고

있었고 케어코디네이터는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에게 운동센터의 운동처

방과 운동처방사가 진행하는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었다(살

림의료협동조합 주치의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19).

살림의료협동조합과 안성의료협동조합을 제외한 13개 의료협동조합에서

도 건강증진활동을 담당하는 보건예방조직과 케어코디네이터의 중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2020년 5월 현재는 보건예방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책이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3개 의료협동

조합이 설립 초기부터 보건예방 업무 담당자가 내내 없었던 것은 아니었

는데 2016년 보건예방실의 업무 표준화 작업을 위해 단위 조합의 보건예



- 124 -

방실 책임자들이 모인 의료협동조합연합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전체 22

개 의료협동조합 중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인천평화, 함께걸음, 행복한마을의료협동조합의 총 10개 조합 보건예방업

무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하지만 모임 시작 시점에 마포, 안산의료협동조

합의 보건예방실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며 2017년에는 민들레, 함께

걸음의료협동조합의 보건예방실장이 퇴사하였고 2018년에는 수원, 행복

한마을의료협동조합의 보건예방실장이 퇴사하였다. 2019년에 느티나무,

시흥희망,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의 보건예방업무 담당자는 조합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보건예방활동만을 전담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7개 의료협동조합에서는 보건예방실장의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해산하게 되었다(2019 의료협동조합연

합회 총회 자료집, 2020).

이를 통해 2020년 5월 현재 보건예방업무 담당자가 없는 의료협동조합

도 보건예방업무 담당자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였던 내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라도 보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있으며 2003년부터 한국의료생협연대(2013년 이후 의료협동조합

연합회)가 출범하여 의료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운영구조와 활동 내용들을

정착시켰기 때문에 진료실 내 건강상담, 건강교육, 건강소모임 등은 진행

되고 있었다.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교육은

조합사업부 직원이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조직하면 의사가 정보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건강소모임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

하는 건강생활습관 실천 모임이기 때문에 보건예방업무 담당자가 없어도

운영될 수 있었다.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사정은 각 단위 의료협동조합에

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이후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문제에 대한 사정은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구

성된 지역사회의 보건소, 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네트워크에 참여하

여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의료협동조합 2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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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6). 한편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건강문제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료협동조합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강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박봉희, 2016). 그러나 조합원 명단

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의 건강필요를 파악

하거나 조합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직접 진단하는 방식의 건

강문제에 대한 사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의 경우 각 단위 의료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재원을 통해 의료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을

확대 운영하거나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서 대규모의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조직하면 단위 의료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안성의료

협동조합의 경우 건강상담실장이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는데 ‘건강점프’ 사업은 안성의료협동조합이 자체적으

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한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으로 지역보건요원을 양성하고 양성한 지역보건요원이 각자의 지역사회

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던 프로그램이었다(건강점프 활동 보고

서, 2018). 살림의료협동조합 또한 직접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재

원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건강혁

신 살림의원의 주치의 프로그램’은 조합원이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만나

건강상담을 받고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습관실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 조합원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

는 사업이었다(살림의료협동조합 주치의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19).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서 조직한 대규모의 공모사업에 단위 의료협동조

합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으로는 2004년부

터 2008년까지 진행한 ‘길동무’ 재가케어사업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있다. ‘길동무’ 재가케어사업은 지역사회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집을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였고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한 프로그램으로 전체 2008년에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소속이었던 11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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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협동조합 중 9개 의료협동조합이 참여하였다(의료생협 길동무 활동 보

고집, 2007).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팀주치의가 지역사회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 사업으로 2015년에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소속이었던 전체 22개 의료협

동조합 중 9개 의료협동조합이 참여하였다(장애인주치의사업 2차년도 성

과대회 자료집, 2017).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건강증진 활동은 취약계층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의료생협 길동무 활동 보고집(2007)에서도 길

동무 재가케어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건강활동가로서의 인식이 확대되지 못한 점을 활동

의 한계라고 분석하였다.

Shahzad 등(2019)은 Lasker의 모델을 적용하여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의 영역을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정, 인구집단 관점을 적용한 임상 서

비스 제공, 지역사회 건강문제 사정,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강화의 4가지

로 분류하였다. 이 때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정은 케어코디네이터 서비스

나 다학제팀을 통해 서비스를 조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Shahzad 등(2019)이 분류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영역을 통해 의

료협동조합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서비스를 정리

하여 보면 <표 56>와 같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

담실장이나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생활습관에 대한 상담 및 교

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차의료에 개인 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한

일차의료서비스 조정 영역의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었다. 의료기관을 방

문한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6-8주간 건강생활습관을 실천

하도록 관리하여 주는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차의료에 개인 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한 인구집단 관점 서비스 제공 또

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차의료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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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사정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지역중심 원리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의 경

우 지역사회가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조병희, 2010), 현재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활동

은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혜택은 받고 있었지

만 건강증진활동의 기획, 수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웠다.

2)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의 조합원 모두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받을 수 있

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장점으로 적정진료, 저렴한 진료비, 친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자상한 의사의 태도, 길고 자세한 상담, 각종 교육과 모임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를 만나서 건강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철학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토대 위에서 건

강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제공받을 수 없는 구

성원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추가되었다.

개인 중심 건강증진 통합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통합

일차의료서비스
조정

인구집단 관점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건강문제 사정

지역사회
건강증진

조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 × ×
조합, 연합회
공모사업

합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 × ×
조합, 연합회
공모사업

유
지역중심

팀추구형(안성)
건강상담실

건강실천단,
건강검진 후 관리

×
조합, 연합회
공모사업

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살림)
케어코디네이터 건강실천단 ×

조합, 연합회
공모사업

<표 56> 조합유형별 공중보건과 일차의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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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천천히 맞춰도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일반의료기관의)의사는 딱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예방접종을 어느 시기에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불편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할 수 있으니까.” (조합원10)

“(휠체어 장애인은) 높은 침대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팔 힘으로 걸터 올라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한의원은 침대다리를 낮춰서 만들었어요. 그게 되게 간단

하지만 그게 너무 편했던거죠.” (조합원3)

또한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는 단순히 의

료협동조합의 의사가 친절하다고만 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시 의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고 환자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치료법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치료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진료는 받지만 병원약을 먹고 싶지는 않고 제가 하는 대체요법으로 좀 해보고 싶

어요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다 한 3일정도 해보고도

차도가 없으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그래도 약을 드시는 게 좋

을 것 같아요 라든지 서로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같고요.” (조합원10)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에서는 의료협동조합에서 운

영하는 건강소모임이나 건강실천단을 친목모임으로 인식하고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는 전

문가에 의지하지 않고 조합원 스스로가 건강의 주체가 되어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

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의료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건강소모임과 건강실천단 등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있다

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건강실천단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조금 더 자기가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

램들도 있거든요. 식단조절이나 운동요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처방해주시니까 만

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일 년에

한 번씩 스스로 단식을 하거든요.”(조합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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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 공급자들 또한 일차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활동

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애인 주치

의 사업 2차 년도 연구 보고서(2017)에서는 포괄적이고 조정된 일차의료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

어가고자하는 의료협동조합에서 추진해야 할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심

층면담에 참여한 안성의료협동조합의 의사와 보건예방실 책임자, 살림의

료협동조합의 의사와 조합사업부 책임자도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

기관의 치료서비스와 보건예방조직의 건강증진활동이 연계, 통합되면서

포괄성과 조정성이 높은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랑 간호사, 의사 요렇게를 (팀주치의)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구요. 당뇨가 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분이 문

맹인줄 몰랐어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건강교육을 하시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평생교육사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한글교육을 받고 계세요.”(직원14, 의사)

또한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의 조합원들은 지

역사회 건강증진이라는 의료협동조합의 지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료

협동조합의 활동과 지향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조

합원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는 적극

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하였다.

“의료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보람은 의료계 전체라던가 이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주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왕진프로그

램을 할 때 내가 직접 참여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모니터링

해서 나중에 정책제안을 하는 게 목표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합원8)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보건요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인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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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나도 생계가 있는데 봉사도 한 두 시간이고 어쩌다 한 두 번이지 봉사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시간 빼서 하는 게 쉽지 않아.” (조합원 1)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은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현황과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에게 건강

생활습관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여 일차의료에 개인 중심 건강증

진을 통합한 일차의료서비스 조정 영역의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한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일차의료에

개인 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한 인구집단 관점 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성

과 효과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차의료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사정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지역

사회 건강수준 향상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

이 되는 활동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2.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서는 총 36개의 하위

범주와 15개의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를 공통된 특성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부서 간 협력과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의 관계’, ‘보건의료체계

와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의 관계’,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건강증진

과 일차의료 통합의 관계’라는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표 57>

주제(Theme) 범주(Category) 하위범주(Subcategory)

부서 간 협력과
건강증진과 일차
의료 통합의 관계

의료협동조합의 활동
목표

조합원의 건강증진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건강증진

착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
협동조합의 목표가 아님

<표 57>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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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은 공공의료
의 영역임

의료사업부에서 보건
예방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 건강증진활
동 위축

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만 볼 때 건강증진활동 위축

의사, 한의사가 보건예방활동의 중요
성을 모를 때 건강증진활동 위축

조합사업부에서 보건
예방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 건강증진활
동 위축

경영책임자가 보건예방활동을 비용으
로 볼 때 건강증진활동 위축

주민활동가 역량을 갖춘 조합사업부
직원 부족으로 건강증진활동 위축

보건예방실에서 보건
예방활동수행역량이
없을 때 건강증진활
동 위축

건강증진활동 수행역량을 갖춘 간호
사 부족으로 건강증진활동 위축

사회복지사는 조직역량은 있지만 건
강관 부재로 건강증진활동 수행 불가

부서 간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해 보건예방
실 폐지

보건위원회, 보건예방실 해체하고 건
강증진활동을 조합사업부로 이전

개인 중심 건강증진 중 인구집단 관
점 서비스 제공되지 못함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중 지역사회
건강문제 사정 진행되지 않음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되지
않음

지역보건요원 양성 프로그램 진행되
지 않음

보건의료체계와
건강증진과 일차
의료 통합의 관계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

적정진료를 하면서 의료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증진활동
은 후순위로 밀림

의료기관 운영이 안
정되어야 건강증진활
동 수행 가능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
확보 가능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되어 건강
증진활동이 가능해짐

협동조합형 의사 구
인의 어려움

환자와 동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 구인이 어려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
구인이 어려움

공모사업을 통한 건
강증진활동

공공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
을 통해 건강증진활동 수행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서 기획한 공모
사업에 단위 조합이 참여

공모사업을 통한 건
강증진활동의 장점

보건예방실이 없는 조합도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수행 기회 획득

비용문제로 수행이 어려웠던 지역사
회 건강증진활동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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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 간 협력과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과의 관계

의료협동조합의 건강관을 정리한 함께 걸어 좋은 길 II(2013)에 의하면

의료협동조합의 활동목표는 조합원의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하여 조합원

이 스스로 건강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과 지역이 건강해야 하므로 지역

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건

강증진활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통합건강매뉴얼

2.0V(2017)에서는 조합원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과 건강결정요인들을 통

제할 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건강증진활동은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진행

하기 어려운 의료협동조합 고유의 활동이기 때문에 보건예방활동을 ‘의

료협동조합의 꽃’이라고 기술하였다.

공모사업을 통한 건
강증진활동의 단점

지역주민 역량강화가 아닌 취약계층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인건비, 운영비가 비현실적임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중단

의료협동조합 내 조합원 역량강화 사
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보건의료 환경 변
화와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의
관계

가정간호사업소,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조합원 가정방문사업이 사업소로 이
관되어 조합원의 건강필요 조사 축소

지역보건요원 양성사업 축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검진사업 확대

건강검진만 수행하는 검진센터의 등
장으로 의료협동조합 건강검진 축소

검진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축소

건강증진담론 보편화 건강생활습관 실천 서비스 제공 기관
이 다양해짐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매력 감소

치료서비스를 우선하
는 조합원의 필요

의료기관 개설에는 출자하지만 건강
증진사업에는 출자하지 않음

기관과 시설에는 출자하지만 예방서
비스 가격 책정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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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에 참여한 의사, 한의사,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합사업부 책임

자 또한 의료협동조합의 활동목표가 조합원의 건강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가 궁금한 내용을 친

절하게 설명하여 주며 진료 시에 생활습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지

향하지만 의료협동조합이 아니어도 ‘착한 의사나 의료기관’이라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료협동조합만의 고유한 활동은 아니라고 설명하였

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주고 집수리,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공공의료에서 담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의료협

동조합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의료사협이 추구하는 가치가 의료에만 너무 기대지 않고 일상적으로 자기 건강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의료사협에서는 그걸 건강자치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직

원15, 조합사업부 책임자)

“적정진료, 좋은 약재 이런 거는 양심 있는 의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의료협

동조합은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는 개념보다도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는 곳이다라

는 개념으로 디자인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12, 한의사)

“의료협동조합의 사명은 건강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에요. 취약계층 지향의 사업들을 하지만 그건 국가나 공공의 역할이고. 그 부분들은

이슈로 설정해서 국가가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무얼

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직원9, 의사)

그러나 직원들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동일한 내용과 수준으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

으며 이해의 정도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의료사업부, 보건예방

실, 조합사업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같은 수준으로 목표가 공유되지 않

는 경우 건강증진활동이 최대한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일차

의료와 건강증진의 통합도 저해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일차의료서비스의 제공자인 의사나 한의사가 조합원의 건강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라는 의료협동조합의 목표를 충분한 정도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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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만 하거나 보건예방실에서 진행하는 활

동에 대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다 전문성

이 낮고 권한이 없는 보건예방실장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

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이 저해되었다.

“(의사나 한의사가) 그만 두시는 게 보통은 의료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경

영에 대한 것과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상이 달라서죠. 진료 외적인 요소들도

많잖아요. 이거는 과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죠. 워낙 의사 구인이

어렵다보니까 그럴 때는 의료 외적인 거는 축소하죠.” (직원8, 조합사업부 책임자)

“만성질환 관리의 하나로 현미채식실천단을 했었어요. 이전 원장님은 결합해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1:1 면담도 해주시고 했는데 새로 오신 원장님은 현미채식에 대해

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합을 안 해주시니깐 그럴 때는 건강교육으로

돌리기도 하고.” (직원4, 보건예방실 책임자)

의료협동조합의 경영과 조합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사업부 책임

자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라는 목

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보건예방실의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강증

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이 저해되었다. 의사가 운영 및 행정을 모두 관리

하는 일반 일차의료기관과 달리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의사가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조합사업부에서 조직운영과 행정관

리를 담당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기

의료협동조합이나 소규모 의료협동조합은 의료사업부와 보건예방실, 조

합사업부가 다 같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건강생활습관을 지지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통해 조합원 조직사업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면서 지역모임, 위원회, 이사회 등 조합원 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하지 않아도 조합사업부

가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사업부

의 경영책임자가 수가로 보장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보건예방

실의 활동을 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건예방실 책임자가 의료

기관의 접수처 업무나 건강검진센터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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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예방실에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보건예방실 책임자가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건강증진활동의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예방실장들이 퇴사하게 되면서 건강증진활동이 안정적으로 진

행되지 못하였고 일차의료와의 통합도 저해되었다.

“보건의료 쪽에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을 바라본다면 (보건예방활동의) 중요

성을 이해하기 어려운거야.” (직원7, 보건예방실 책임자)

“살아남기였어요. 급여도 문제가 있었구요. 처우도 낮아요. 조무사가 빵꾸 내면 거기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관리자 위치하기도 한데 시다바리 위치이기도 하고.

제대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직원1, 보건예방실 책임자)

“저희도 보건예방실이 있기는 있었어요. 간호사를 써서 코디네이터를 했는데 한의원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하면서 나가셨죠. 조합이 역

할을 잘 짜서 주고 교육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니가 좀 해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렵죠.” (직원12, 한의사)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사업부는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

그램,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등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합 활동

에도 조합원이 참여를 격려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민활동가의 역량을 갖춘

조합사업부 직원을 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조직

하고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의사,

한의사,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합사업부 책임자들 모두가 주민활동가의

역량을 갖춘 직원들만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따

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협동조합의 전체 직원이 조합의 목

표와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활동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의

료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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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실 직원들도 월급을 쪼금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를 오는 거는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러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는 착각이었고. 매뉴얼대로 하면서 사무행정 중심으로 하고.” (직원10, 의사)

“직원들이 조합의 발전과 성장과 비전으로 향하게 하려면 머가 필수여야 되냐면 협

동조합에 대한 교육. 참여가 먼지에 대한 맛을 느끼게 하는 훈련.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거지 활동가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 꾸준

히 교육을 해야지.”(직원7, 보건예방실 책임자)

보건예방실 책임자가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이 저해되었다. 건

강증진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보건예방실 책임자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만나 교류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하여야 하며 조합과 지역사

회의 건강과 관련된 자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 숙지여야 한다. 그러나 임상위주의 교육체계에서 훈련받은 간호사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예방 담당

조직이나 직책을 만들어도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구인

하지 못하여서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주민활동가의 역량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고용했더니 건강관이

없어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 건강증

진활동 등을 기획하지 못하였고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의료사업부의 요

청사항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료기관과 의료협동조합의 기타 자원,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하여주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

했다고 설명하였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팀주치의가 사례관리를 수행하였던 장애인 주치의 사업 보고서에

서도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보건의

료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장애인주치의사업 2차년도 성과

대회 자료집, 2017).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보건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가 많

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건강증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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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예방실의 업무를 표준화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서 의료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건강증

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군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간호사들은 전문가잖아요. 내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가르쳐요. 이거

랑 조직하는 거.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 맺고 이런 거랑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전문

가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또 일반인이에요. 의료사업

소의 전문가들이 먼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보건과 예방이라는 그 경

계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직원1, 보건예방실 책임자)

“병원중심의 세팅으로 의사의 오더만 받아가지고 처치하는 그 간호사가 기획업무가

가능하냐고. 사람들 만나는 게 가능하냐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역할을 줘도 못하고.

그래서 케어매니저, 보건예방실장이 했던 그런 역할 정도를 하나의 직군으로 만들려

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지.” (직원4, 의료협동조합연합회)

2009년 안성의료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조직사업이 의료기관이나 보건

예방실의 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라는 목

표를 모든 부서에서 공유하고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예방실과

보건예방활동을 담당하였던 조합원 조직인 보건위원회를 해체하였으며

보건예방실의 사업 중 건강교육은 교육홍보위원회로 이관하였고 건강마

을 만들기 사업은 건강마을위원회로 이전하였다. 또한 조합사업부 직원

들도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 내 연구팀에서는 조합원 자

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건강모임활성화방안’, ‘교육체계정비안’ 등의 자

료를 마련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통합건강매뉴얼 2.0V, 2017).

다른 의료협동조합들에서도 보건예방실을 중심으로 건강증진활동을 수

행하게 되면서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 등 질환이 있는 일부 조합원을 대

상으로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의료협

동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없는 건강한 조합원의 건강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활동이 보건예방실의 고유한 활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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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조합 전체의 ‘조직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호사가 중심이 되서 혈압재주고 혈당 체크하고 이런 거를 보건예방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 활동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마을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건강을 매개로 모이는 것이다. 자꾸 조직사업하고 건강

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거예요.” (직원9, 의사)

“보건예방실이 건강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왔던 거지. 근데 건강프로그램을 왜 보건예

방실만 해야 돼. 이거는 전 조직의 사업으로 가야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의사,

간호사만 있어야 되냐 음악치료사도 주치의고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보니 신설 의료사협들은 보건예방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보건예방실의 전문

영역이 허물어져 가는 시기가 있었어.” (직원6,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직구조 개편 후 안성의료협동조합에서는 2016년 대의원 선거를 진행

하면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배우기’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를 위해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강사로 훈련받았으며 과반수의 조합원들

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다(강명근, 2016).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합

원의 건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활동을 조합전체의 사업으로 확장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지역

모임이나 위원회, 이사회 등의 조합원 활동을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주제로 하지 않는 대중강좌와 마을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

로 인해 지역모임에서 조합원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었던 건강교육 프로

그램인 ‘건강메뉴’도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건예방실이 없어진 다른 의료협동조합들의 경우에도 이미 조직의 운

영틀로 정착이 되어 있고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건강소모임은

유지 되었지만 고위험군을 집단으로 관리하는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은 운

영되지 못하였고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필요를 파악하는 활동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새롭게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지역

보건요원을 양성하는 보건학교도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안성의료협동조합에서는 건강증진활동을 조합 전체의 사업으로 확장하

기 위해 조직구조 개편안을 개발한 연구팀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조합

사업부가 서로의 역할과 이해관계 관계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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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점, 의료협동조합의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집행

하게 되는데 이사회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조직사업’으로서

의 건강증진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하였던 점,

부서 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고 각 영역에 명확한 역할과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하였던 점 등을 건강증진활동이

조합 전체의 사업으로 확장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거(조합원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 놨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누구냐면은

조합사업부 직원들이에요. 그 분들이 조합원들한테 연락하는 일들, 장소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직원9, 의사)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그걸 넘겨요. 우리는 위원회 후속사업이 되

어야 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안 받아. 당연하죠. 그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거든.” (직원9, 의사)

“의료부와 조합부 전체와 조합원, 이사진에게 너무나 능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

력이었던 분이 여름에 없어지시고 평생건강관리체계는 겨울에 발표가 되죠. 실질적

으로 사업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적용하고 활동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고리

가 없어진 거랑 비슷했어요.” (직원1, 보건예방실 책임자)

2) 보건의료체계와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과의 관계

심층면담에 참여한 의료협동조합의 책임자 모두가 행위별수가제에서 의

료협동조합 조직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증진활동

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의원을 운영하였던 청주아올의료협동

조합은 협동조합 자체를 해산하였고 서울, 시흥희망의료협동조합은 의원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민들레, 원주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의원이 있었던 분

점 운영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

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국은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저수가 정

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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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환자 당 검사나 처치를 많이 하며 비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의료협동조합은 적정진료를 통해 발생하

는 수익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조합사업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강증진활동보다 시

장에서 ‘생존’ 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건강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희가 의원을 개원하기 전까지 의료협동조합들이 양방의원을 만든 지 10년이 지

났어요. 양방의원이 적정진료를 하면서 이걸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영적으로 너무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져가지고.” (직원13, 조합사업부 책임자)

“한국의 수많은 의사들이 병원경영에 난감을 겪으니깐 비보험을 개발하는 거 아니

에요. 미용과 성형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적정진료를 하면 당연히 수입이 적을

거고 거기다가 수입의 일부를 조합사업비로 쓴다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10, 의사)

“동급 민간의원에 비해 직원이 많잖아요. 기사파트도 다 쓰고. 조합파트에서는 사업

비를 쓰고. 의원 쪽에서는 조합원 할인이 있고 비급여도 별로 안하잖아요. 돈을 축

적하기가 애시 당초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3, 보건예방실 책임자)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

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어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조합원들이

의료협동조합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필요는 신뢰할 수 있는 양질

의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의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관계하

고 있는가, 지역주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들었는가가 의료기

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이러한 관계가 확립되

어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아지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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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료협동조합의 의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환자가 스스로 건

강증진에 나서도록 돕는 상호참여 방식의 의사-환자 관계에 동의하고

환자와의 동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언급되었으며 조합원의 출자

금과 후원금을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역량

을 가진 의사가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임상의학

위주의 기존 교육체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관계를 맺는 방법 자체를 배

우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과 평등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

지 않았고 의료협동조합도 ‘의료협동조합형 의사’를 수련할 수 있는 역량

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의료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인력인

‘의료협동조합형 의사’를 만나는 것이 ‘복불복’이고 이로 인해 건강증진활

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의료협동조합형 의사를 수련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은 못 가진 상황에서 의사는

계속 복불복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사와 조합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

들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좋은 선생님이 오시면 조합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도 엄

청 올라가 매출은 완전 마이너스에서 완전 플러스 돼.”(직원13, 조합사업부 책임자)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색깔을 내려면 조합시스템을 안정화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의료기관 운영이 안 되면 조합원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조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

가 속된 말로 하면 찌질한 거예요. 의료적인 측면이 불안정하고 조합원이나 지역사

회에 신뢰를 못주면 지역조직활동이 올스톱 되는거죠” (직원8, 조합사업부 책임자)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지역사회 건

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공익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단위 의료협동조합 자

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의료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

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행하거나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서 기획한 대

규모의 공모사업에 단위 의료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건

강증진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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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중심의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거지 의료협동조합 하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 계속해서 경영이 어려우면서 우리가 이미 해

왔던 공적인 역할을 돈도 못 벌면서 우리의 재원으로 할 게 아니라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직원4,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전사무총장)

“조그마한 돈이라도 있으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깐 프로젝트 딸 때

있으면 다 딴 것 같아요. 강사비 지원받으면 강의 끝나고 후속모임을 하면서 소모임

으로 되는 식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있었기 땜에.” (직원3, 보건예방실 책임자)

공모사업은 자금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위 조합에서 보건예방실 책임자로 근무하

였던 직원이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 근무하면서 사업을 기획하였고 집행

하였기 때문에 보건예방실이 없는 단위 조합에서도 의료협동조합형 지역

사회 건강증진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15년부터 2년간 시행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서는 의

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하기 어려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다학제

팀을 통한 방문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케어코디네이터와 다학제팀 진료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단위 의료협동조합들에게

사례관리,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한 건강교육, 다학제팀을 통한 서비스 제

공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에서 케어코디네이터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다학제팀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내부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만 얘기했던 주치

의, 건강코디네이터, 통합 돌봄 이거를 진짜 하나로 그려보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심리적, 사회적 접근성을 허물려고 애를 많이 썼고.” (직원6, 보건예방실 책임자)

그러나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주민과 함께 지역의 필요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었기 때문

에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조합원 자원활동가와 함께 전체 조합원 가정방문을 진행하여 조합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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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조

합원과 함께 마을의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였던 초기 보건예

방실의 활동방식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

고 있지 못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지

않았으며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부

족한 경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책정되지 않아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또한 중단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공모사업 수행에 집중함으로써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자원의 투입을 많이 해야 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물을 내기 어려운 조직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기

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거야. 사업비보다 인건비를 몰빵 해주면 알아서 굴러가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 방

문진료 전담의사, 전담간호사를 채용해주면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성과가 어마무

시한데 전부 사업비로 증빙을 해야 하는 거에요.” (직원6, 보건예방실 책임자)

“대의원들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리더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는 것에 돈을 쓰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돈이 딱 끊

기니깐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간거에요.” (직원9, 의사)

“(공모사업) 대상자를 조합원에 국한할 수 없잖아.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를 놓고 해

야지.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사업을 전개를 시키다가 보니까는 전통

적인 조합 활동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 당장 과제완료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 사업의

성격상 이거에 치중이 되지. 그렇게 한 3, 4년을 해보니까는 조합원 만족도라든가

니드 파악이라는가 이런 게 너무 안되드라.” (직원5, 조합사업부 책임자)

3)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관의 관계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조합원의 필요가 변화된 것도 건강증진과



- 144 -

일차의료의 통합에 영향을 주었다. 안성,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에서는 설

립 초기에 조합원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과 관련된 필요를 수렴하

기 위해 보건예방실장이 조합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전체 조합원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찾아올

수 없는 환자,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암환자 등 건강관리가 필

요한 조합원들을 발굴하였고 명단을 작성하여 추적관리 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조합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하여 방문진료, 방문

간호,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을 체크해주고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조합원 가정방문을 통해 조합원의 건

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도

하였는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간보

호 프로그램인 ‘해바라기모임’, ‘등대모임’ 등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발

되었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었다(보건복지위원회 통합건강매뉴얼

2.0V, 2017). 또한 조합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조합원 가정방문을 실시함

으로써 조합원 자원봉사자를 지역보건요원으로 양성하고 조직할 수 있었

는데 이러한 활동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여서 조

합과 조합원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조합

원 가정방문사업을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이관하게 되

었고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가정방

문을 진행하게 되면서 조합원의 건강수준과 건강필요를 조사하였고 의료

협동조합 활동을 홍보하였던 가정방문을 지속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자원봉사자를 지역보건요원으로 양성하는 활동 또한 수행하

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하였다.

“조합원이 500명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거 에요. 맨 처음에 접수할 때 노인네가 있거

나 아프다고 하면 예방실 실장이 가요. 방문하고 다니니 할 게 많았던 거죠. 지역사

회에 허리 아픈 사람이 많아서 타히치 관절염 치료도 하게 되고 농약해독제 교육도

하게 되고. 보건위원은 보건예방실장이 다할 수 없으니 당신이 보건위원이 되어서

보건활동 해봐라 하면서 교육이 되는 거죠.” (직원1, 보건예방실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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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료협동조합에서는 건강검진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조합원을 대상

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 사후 관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의료협

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력을 조사하였고 건강상태를 추적관찰 하였다. 검진을 통해

발견한 유소견자는 의사 진료를 연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강상담을 실

시하였고 건강소모임 및 건강실천단 참여를 권유하였다. 조합을 방문하

기 어려운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건강상담과 건강교

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사업이 확대되면서 건

강검진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생겨났고 고가의 장비

를 통해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질 높은 검진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

하면서 일차의료기관급 규모에서 진행하는 의료협동조합의 건강검진 이

용률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검진 사후 관리 사업도 축소되었

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 설립된 의료협동조합에서는 건

강검진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검진을 하러 서울에 삼성병원에 가지 여기 안 오는 거야. 시설이 엉망이어서가 아

니라 기본적으로 개인병원에 해당되는 시스템이잖아. 사람들한테 다 충족되지 않는

거야.” (직원7, 보건예방실 책임자)

“20년 된 조합들은 처음에 개원을 할 때 종합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부재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5대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주

민의 손으로 만들자가 큰 의미가 있었고. 그렇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굴러가는데

새로 시장에 끼어들기는 만만치 않은 분야가 또 검진이거든요.” (직원14, 의사)

한편 생활방식과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건강증

진담론이 보편화되면서 금연,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시대적인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었고 건강을 넘어 미용의 관점으로까지 확

대 재생산 되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건강정보를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트레이너가 일대일

맞춤 지도를 제공하는 운동센터,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사

업체 등 다양한 방식의 건강증진사업이 등장하였다. 또한 보건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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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건강증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

에 의료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매력이 감소하게 되

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고위험군이나 만성질환자 집단을 조직하여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건강실천단의 인기와 필요성

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고혈압, 당뇨교실은 지식을 전달하고 인지를 개선하는 거죠.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건강실천단은 한 달 동안 자기의 건강 목표를 정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체험을 해 채식을 해야 돼 식사일지를 써야 돼 운동일지를 써야 돼 와서

자기 발표를 해야 돼 그리고 비포애프터 검사결과가 있어. 훨씬 더 몰입도랑 만족도

도 높고. 그래서 환자회처럼 조직을 해야 하는 거죠.”(직원3, 보건예방실 책임자)

조합원들이 의료협동조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가 치료와 관련

된 서비스인 것도 건강증진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의원을 개설

후 한의원, 치과 등의 사업소를 개설하거나 분점을 개원하는 방식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확산은 이루어졌으나 보건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는 유지가 어려워서 확산되지 못하였다. 민들레의료협동

조합에서 설립하였던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운영을 중단하였고 살림의료협

동조합의 운동센터도 적자를 감수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살

림의료협동조합에서는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사와 30분 내외의 심층

상담을 통해 질병이력, 가족력, 영양 및 건강상태, 근무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건강역사차트(Personal medical record)를 작성

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여 평균 15분 이상의 상담을 통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주치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

데 조합원 참여율이 높지 않아 1년 6개월간 운영 후 중단하였다(살림의

료협동조합 주치의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19).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질 높은 의료라고 하면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의사선생님들도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하고. 일차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직원9,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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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픈 사람들이 와서 더 건강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어냐 라고 해서

운동센터를 하게 된 건데 7년 동안 적자에요. 다른 의료사협들도 운동센터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견학을 많이 오셨고 자문도 받으셨어요. 아무도 안하시는 거죠.”

(직원13, 조합사업부 책임자)

“주치의 사업을 모델 클리닉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수가체계에서 15분씩 상담

하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하자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1년 반

운영하는데 3억 넘게 적자가 나고. 조합원들의 엄청난 욕구가 있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직원14, 의사)

또한 사업소의 통합, 이전이나 장비 구입 등 기관과 시설에 대한 투자

는 추가 출자가 이루어졌지만 예방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조합

원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일반 의료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예방접종이나 영양주사 등 비급여서

비스를 조합원 할인혜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차별적으로 제공

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방문진료나 호스피스 서비스 등 수가로 책정

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의 진료비와

동일한 가격만을 산정하였고 추가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다. 건강실천단

등의 프로그램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참가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으로 운영하였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에서는 조합

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합원 모임에 참여하면 의료기관에서 할인혜

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제 3 절 소결

1. 행위별수가제와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의료협동조합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하는 데는

의료협동조합 조직 간 차이보다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맥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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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행위별수가제와 임상 전문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건강증진활동

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

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을 매

긴 뒤 합산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에서 적

정진료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만도 어

려웠기 때문에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평가한 연구와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도 행위별수가제는 일차의료의 바람직한 속성

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건강증진활동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으

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는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는 경향

이 있었다(Martin-Misener et al., 2012; O'Connor, 1989).

의료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건강소모임, 건강실천단 등 비용이 크지 않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은 일부 수행되고 있었지만 큰 재정이 요구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활동은 공모사업을 통한 가외수입을 통해 진행되

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보건의료인 교육수련제도와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임상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체계 또한 건강증진 활동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 역량과는 별도로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

비스 공급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해야 하며 환자

중심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 지역사회 주민들을 조직하는 기술 등이 요

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임상의학 중심 교육 체계에서는 이러한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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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공

급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의료협동조합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구인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확

대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미국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평가한 연구

에서도 소수의 의사만이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에 대해 교육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보편화되지 못하였

다고 평가하였다(O'Connor, 1989).

1991년 영국에서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차의료의사에

게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방법론을 교육하였으며(Gillam & Schamroth,

2002)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주제로 한 한국의 선행연구들도 의사들

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과정에 지역사회중

심 일차의료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경우, 2008; Kim

외, 2000). 따라서 한국에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을 양성과정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는데 실질적

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 수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다부문 협력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협력이 필요한데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업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보건예

방실, 조합원을 조직하는 조합사업부 간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거나 각 부서의 역할, 선호, 이해관계의 차이가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한 경우 건강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부문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존중하며 협력

의 목적과 사안을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협력의

참여자들이 빈번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

려져 있다(유승현, 2015). 또한 협력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협력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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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Martin-Misener et al., 2012). 한편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

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조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역할, 경험, 기술, 계획,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McDonald, Sundaram, Bravata, Lewis,

Lin, Kraft, ... & Owens, 2007). 따라서 다부문 간 협력이 필요한 지역사

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협력의 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협력

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며 협력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정보를 정

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명확한 역할

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영역 간 간극을 연결하며 통합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IOM, 2012).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원칙을 토대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소유자인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어 경영

실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협

동조합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리더십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김기태 외, 2014). 의료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견차이로 건강증진활동이 확대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모든 부서가 협력

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예방실을 해체 한 결과 건강증

진활동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보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

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역량을 강화

하고자 하는 의료협동조합의 목표와 활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은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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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건강, 의료와 관련된

필요 또한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따

라서 이질적인 개인들로부터 시작된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

추구형’보다 집단수준의 사회자본이 높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의 건강관,

건강증진 전략 등이 빠르게 확산되었을 수 있다. 또한 집단수준의 사회

자본이 높은 경우 공동의 이익을 결집하기 위한 집합적 행동에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son, 2011; Kawachi, 2010).

그러나 이는 의료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연령과 사회경

제적 지위의 효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

심 팀추구형’의 구성원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의 구성원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저소득

층일수록 의사의 부권적(paternalism) 태도를 선호하였고 의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

료 시 상호참여, 상호합의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하였다. 의사의 경우에

도 학력이 높은 환자에게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Murray, Pollack, White, Lo, 2007; McKinstry, 2000). 또한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은 시간, 지식, 시민적 기술 등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시민참여 경향

이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Milbrath & Goel, 1977).

따라서 개인의 건강생활습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

동이 일차의료와 통합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참여의 자원을

많이 가진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어 취약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 하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Iliffe & Lenihan,

2003)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흔하지

않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필요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

가 오히려 누락될 수 있다는 점(Pollock & Majeed, 1995)을 숙지하여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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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결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는 특정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최대로 향상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중

심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평가받은 의료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양

적연구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을 통해 구분한 의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였으며 질적연구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상

황을 확인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

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을 탐색하였다.

첫째, 양적연구결과를 통해서 ‘지역중심 의사중심형’에 비해 보건예방조

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높았으나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 경험은 의료협

동조합 유형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질적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증진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보건예방조직이 있는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건강생활습관 실천활동 참여가 아니라 일차의

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난 이유가 일차의료에 통합되고 있

는 건강증진 활동의 수행 수준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건강증진

활동은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은 다시 질환이 있는 고위험 개인

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과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일차의료에 통합

하여 제공하고 있는 건강증진활동은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질환이 있는

고위험 개인에게 생활습관교정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을 연계하여 주는 방

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

도록 지지하는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은 일 년 동안 한 번 정도만 진행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보건예방조직이 있었을 때의 효과가

건강증진활동이 아니라 일차의료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둘째, 질적연구결과를 통해서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부



- 153 -

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주민과 건강역량 강화, 지

역사회 건강증진라는 목표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업부, 건강증

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보건예방실, 조합원을 조직하는 조합사업부에서

동일한 정도로 이해되지 못하였거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경우 건

강증진과활동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만 하거나 보건예방실에서 기획한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

우 의료서비스보다 전문성과 권한이 낮은 보건예방실의 건강증진활동이

위축되었고 일차의료와의 통합이 저해되었다. 조합사업부의 경영책임자

가 효율성의 관점으로 건강증진활동을 판단하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건강증진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건강증진활동을 기획하

는 보건예방실 책임자가 의료기관의 접수처 업무나 건강검진센터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여 건강증진활동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건강증진활동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조직하여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민활동가의 역량을 갖춘 조합사업부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건강증진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구인하

기 어려운 점도 건강증진활동 수행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의료협동조합에서는 보건예방실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진행하기 때

문에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게 되므

로 의료협동조합의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예방조직을 해체하였다. 그 결과 고위험군을 집단

으로 조직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건강실천단이 운영되지 못하였고 조

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필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

발되지 못하였으며 지역보건요원을 양성하는 보건학교 프로그램이 진행

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협

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협력의 목적

을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협력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정보를 정확하

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역 간 간극을 연결하며 통합할 수 있는 리

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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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적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데는 의

료협동조합의 조직 간 차이보다 행위별수가제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다학제팀 진료, 케어코디네이터 서비스,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인 건강실천단 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의 의료

협동조합은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비용

상의 문제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또한 비용

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의료협동조합연합회에서 기획한 대규모의 공모사업

에 단위 의료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

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건강증진활동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필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중심의 원리를 따르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취약계

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이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역량 강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공모사업에 의존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이 중단되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졌으며 의료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조합원 건강역량 강화 사업이 공모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려서 진행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진료

비 지불보상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질적연구결과를 통해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

진 보건의료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일차의료가 통합되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능력,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기획하는 실력,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는 역량,

지역사회 주민들을 조직하는 기술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임상전문성

을 강조하는 기존의 교육, 수련체계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배울 수 없

기 때문에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가 많지 않았

고 이로 인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가 통합되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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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이론적 함의

이 연구의 양적연구에서는 의료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의

료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였으며 질적연구에서는 의료협동조합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상황을 확인하였고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조

직적, 체계적, 환경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질환이 있는 고위험 개인에게 생활습관교

정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을 연계하여 주는 방식으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가 통합되는 경우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적연구결과를 통해 의료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중심 의사

중심형’에 비해 ‘정체성중심 팀추구형’에서 일차의료서비스 질, 조정성,

포괄성, 전인적 의료 항목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질적연

구결과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중 살림의료협동조합에서는 간호사 케어코

디네이터 직책이 있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료

협동조합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제공하는 서

비스를 환자의 필요에 맞게 연계하여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윤구 등(2010)은 의료협동조합 의원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여 의료협동조합 조합원에서 일

차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최윤구 등(2010)의 설명을 실증적으로 뒷받

침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전문적인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만성

질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

다(Russell, Dahrouge, Hogg, Geneau, Muldoon & Tun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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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참

여하는 구성원들이 통합의 목표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과

서로의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각 부문을 연결하는 리더

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적연구결과 의료협동조합의 의료사

업부, 조합사업부, 보건예방실의 구성원들의 목표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거나 각 부서의 역할, 선호 등에 대한 정보가

서로에게 숙지되지 않았을 때, 각 부문을 연결하는 리더십이 부재한 경

우 부서 간 협력이 중요한 건강증진활동의 진행되지 않아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과 일치하

는 결과였다. 선행연구에서도 다부문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존중하며 협력의 목적과 사안을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유승현, 2015). 특히 건강증진과 일차

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조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

원들의 역할, 경험, 기술, 계획, 선호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

하는 것이 필요하며(McDonald et al., 2007), 각 영역에 명확한 역할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부문을 연결하는 리더십이 또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의 통합에 중요한 요소였다(IOM, 2012).

셋째, 행위별수가제는 수가로 보장되지 않는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여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질적연구결과를 통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다학제팀 진료, 케

어코디네이터 서비스, 고위험군과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생활습관 교정 프

로그램,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등에 대한 수가를 보전해주지 않았기 건

강증진활동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선행연구에서도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하

였으며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 일차

의료가 일반화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Martin-Misener et al., 2012;

O'Conno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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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첫째,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가로 보전

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케어코디네이터, 다학제팀 진료 등 일차의료에 고위험 개인을 대

상으로 하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학제팀 인력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지불보상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일차의료의사가 다학제팀을 기반으로 서비스

를 제공할 때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불하여

의사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다학제팀 진료를 활성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이 증가하였다(Loewenson & Simpson, 2017).

일차의료에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하

여 개발 환자에 대한 관리를 넘어 환자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인두제(capitation)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일반적인 일차의료기관과 달

리 조합원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이나 건

강검진 후 관리프로그램 등 인두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

합을 장려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인두제 방식을 도입하여 의사가 환자

를 등록하면 등록된 환자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뉴질랜드도

일차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을 등록하여 포괄적인 사정을 수행하고 모니

터링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Loewenson & Simpson, 2017).

일차의료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

일, 영국, 칠레의 접근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일차의

료기관에 복합만성질환자를 등록하여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방문을 진행하여 질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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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인 health champions을 육성하여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일차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감독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 칠레의 biopsychosocial 접근의 일차의료는 환자의 치

료에 가족, 지역사회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시 지역정부가 지역사회 건강 진단을 위해 작성하고 있는 가족 및

지역사회 지도의 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칠레정부는 biopsychosocial

접근을 사용하는 일차의료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Loewenson

& Simpson, 2017).

둘째,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

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고 수련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임상역량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적

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선정하며 선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되

는 지역사회의 건강정보와 건강필요를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임상전문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교

육, 수련체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일

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가 많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통합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지 못하였다.

영국에서는 일차의료의사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

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방법론을 교육하였으며(Gillam & Schamroth,

2002), 한국의 선행연구들도 만성질환으로 변화한 질병구조에 대응하여

의사들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과정에서 지

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방법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김경우, 2008;

Kim 외, 2000). 따라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서는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로

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의 건강생활습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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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일차의료에 통합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만 효

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질환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환자들의

필요를 전달하여 환자들이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Loewenson & Simpson, 2017).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가 높을수록 시간, 지식, 시민적 기술 등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원 또

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서 시민참여의 경향

이 높게 나타난다(Milbrath & Goel, 1977). 따라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를 통합하여 제공할 때 흔하지 않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필요나 지역사

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Pollock & Majeed,

1995)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의료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조직이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증

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원을 지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료협동조합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

강증진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건비나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

지 않아 계약 종료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을

많이 해야 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물을 내기 어려운 지역주민 건강역량 강

화 사업 등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건강증진활동은 생의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하는데 그치고 사회적 결정요인의 개선에 관심을 갖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으로 관심이 확대되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김광기 외, 2019; 허순

임, 2016), 한편 개인 중심 건강증진활동이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으로

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

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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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안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자원이 획득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역량강화의 과

정이기 때문이다(유승현. 2012; Laverack, 2009; WHO, 2002).

의료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조

직으로 주민들이 직접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는 진행기법, 의사소통, 관계형성, 갈등해

소,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데(유승현, 2012) 의

료협동조합의 운영과정과 의료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대해서도 직간

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할 때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조병희, 2015;

Baggott, 2013). 따라서 의료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형성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 활성화되

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기여

1.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적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중심 일

차의료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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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해야 하는데 지역사회 범위 설정의 어려움

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의 수

준을 평가하였다. 둘째,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건강증진 및 운영관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조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들 중 참여수준이 높은 조합원을 선택하는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가 있다. 참여수준이 높은 조합원은 의료협동조합의 일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설문지를 배포한 실무자와도 친분이 있을 가능

성이 있으므로 선택편향을 더욱 크게 하였을 것이다. 셋째, 매출액을 통

해 조합의 자원을 측정하였다. 매출액은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제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매

출액의 규모와 다를 수 있다.

질적연구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의료협동조합의 직원 중에서 건

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조합원 중에서도 의료협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조합원들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질적연구의

목적이 일반화가 아니고 특정 상황이나 현상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가 제공되는 맥락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직원, 조합원의 경험을

반영하여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기여

혼합방법연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

다. 일반적인 순차적설명설계는 양적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후속질적연구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연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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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양적연구를 통해서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를 수행하는 의료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으로 분류한 의료협동조합의 유

형이 일차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나

후속질적연구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적 맥락뿐만 아니라 양적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보건의료체계, 보

건의료 환경과 관련된 맥락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질적연구를 통

해 의료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맥락보다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 환

경과 관련된 맥락이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를 수행하는데 더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방법연구를 수

행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연구는 혼합방법연구를

수행하여 도출한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증진과 일차의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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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절 취 선>=========================

설문지 작성 날짜:        월         일       설문지 번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귀하가 의료협동조합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무슨 활동을 하였으며 

의료협동조합의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

다. 의료협동조합 조합원이면서 진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고 만 19세 이상인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작성에는 2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설문 문항

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생각을 솔

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를 

위해 설문지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원이 작

성하신 설문지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의료협동조합의 의료인과 직원에게

도 비밀이 유지됩니다. 조사 내용은 오로지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으로만 사

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의료협동조합의 운영과 한국의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애써 작성해주신 설문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료 분류용 질문을 포함하여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

제가 생길 경우 아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연구자: 김광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 심층면담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연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층면담 참여여부 □ 심층면담에 참여 하겠습니다

이름                         

연락처                         

설문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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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료협동조합에는 언제 처음으로 가입하였습니까?

            년            월

2.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요한 경로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지인의 소개로

② 의료협동조합 직원이 권유하여서

③ 다른 단체에서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듣고 (예: 시민단체, 협동조합,  

   취미모임 등)

④ 의료협동조합의 사업소를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예: 의료기관, 운동센터 등)

⑤ 의료협동조합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마음에 들어서 (예: 거리검진,     

    건강실천단 등)

⑥ 언론매체의 기사를 접하고 (예: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 등)

⑦ 의료협동조합의 홍보물을 받아보고 (예: 포스터, 팜플렛 등) 

⑧ 온라인 검색을 통해 직접 알아보고

⑨ 기타 (적어 주십시오:                                                   ) 

3.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할 당시 알고 있는 조합원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할 당시 알고 있었던 조합원은 귀하에게 의료협동조합 가입을 

권유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할 당시 알고 있었던 조합원의 권유는 귀하가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

⑤ 매우 영향을 미쳤다

⑥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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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조합원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조합원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

까? (적어 주십시오)

                               

8. 다음은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할 당시의 동기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였습니까?

9.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협동조합의 일차의료기관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관 이용여부

1. 의원

2. 한의원

의료협동조합 가입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잘모름

1.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가입하였

다. (예: 충분한 진료상담, 적절한 항생제 처방)
1 2 3 4 5 9

2.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하였다. (예: 건강교육 참여)
1 2 3 4 5 9

3.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였

다. (예: 건강소모임, 건강실천단 등) 
1 2 3 4 5 9

4. 환자권리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

다. (예: 조합원들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 등)
1 2 3 4 5 9

5. 한국 의료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

다. (예: 상업화된 의료, 치료위주의 진료 등)
1 2 3 4 5 9

6.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 장애인주치의사업, 건강

조례제정 등)

1 2 3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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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이용한 적이 있는 사업소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

해 주십시오)

11. 의료협동조합에서 진행한 다음 활동 중 귀하께서 참여해 본 활동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2. 진료 이외에 건강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우 누구의 권유를 받고 참여하였습니까?

① 의료인 

② 직원 

③ 조합원

④ 권유 받은 적 없음 

⑤ 진료 이외에 건강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적 없음

⑥ 기타 (적어 주십시오 :                                  )

활동 내용 참여여부

1. 질병강좌 및 건강증진 교육

2. 건강관련 소모임

3. 건강실천단

4. 의료협동조합 설명회 및 신규조합원 환영회

5. 조합운영 및 협동조합 관련 교육 (예: 총회안건설명회, 의료사협학교)

6. 총회

7. 지역모임(예: 동모임, 마을모임)

8. 위원회 및 이사회

9. 지역문제 및 의료정책 교육

10. 자원봉사활동

11. 친목행사(산행, 송년회 등)

12. 기타 (적어 주십시오 :                                 )

13. 없음

의료협동조합 사업소 이용여부

1. 치과

2. 건강검진센터

3. 운동센터

4. 재가장기요양기관

5. 가정간호사업소

6. 요양원

7. 기타 (적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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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강과 관련된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은 주로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혼자서

② 의료협동조합 가입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과 함께

③ 의료협동조합에서 알게 된 조합원과 함께

④ 기타 (적어 주십시오 :                                        )

14. 귀하가 직접 권유하여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조합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가입 시 납부하는 출자금 이외에 증좌를 한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6. 귀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청

한 적이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도움을 주었다면 얼마나 자주 그랬습니까? (실제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사회적 지지

전혀
해주
지 

않음

별로
해주
지

않음

가끔
해줌

자주
해줌

매우
자주
해줌

도움
필요
치

않음

도움
청하
지 

않음

아는
조합
원 

없음

1.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
야기를 들어주었다.

1 2 3 4 5 9 10 11

2.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었다.

1 2 3 4 5 9 10 11

3.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
고와 조언을 해주었다.

1 2 3 4 5 9 10 11

4.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
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1 2 3 4 5 9 10 11

5.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마련해 주었다.

1 2 3 4 5 9 10 11

6. 내가 아플 때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주었다. (예: 집안
일, 자녀양육, 간호 등) 

1 2 3 4 5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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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의사를 제외하고 의료협동조합 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의료협동조합 직원과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잘모름

1. 의료협동조합 직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5 9

2.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충분한 시간을 내

어 이야기를 들어준다.
1 2 3 4 5 9

3.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조합원의 설명이나 

질문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9

4. 의료협동조합 직원은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해준다.
1 2 3 4 5 9

18. 건강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아플 때 주로 이곳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이 곳 의사 선생님에게 언제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습니까?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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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은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문항입니다. 가장 적절한 항

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일차의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잘모름

1.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1 2 3 4 5 9

2.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이곳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까?

1 2 3 4 5 9

3.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직접 내는 진
료비 (본인부담금)는 적절합니까?

1 2 3 4 5 9

4.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질병이나 치료에 관
한 문제들의 대부분을 상의합니까?

1 2 3 4 5 9

5.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
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예: 금연, 절
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1 2 3 4 5 9

6. 이곳 의사 선생님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비타민제, 영양제 포함)

1 2 3 4 5 9

7. 이곳 의사 선생님은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1 2 3 4 5 9

8. 이곳에서 간단하고 흔한 처치나 시술, 기본
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상처소
독, 상처 꿰매기, 깁스 등)

1 2 3 4 5 9

9. 이곳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사를 
받습니까? (예: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10. 이곳에서 주요 암의 예방과 조기검진에 관
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폐암, 위
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 2 3 4 5 9

11. 정기 건강검진을 이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1 2 3 4 5 9

12. 이곳 의사 선생님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
의료 시설들을 적절하게 소개해 줍니까? (예: 사
회복지센터, 간병단체, 체육시설, 금연상담전화 등)

1 2 3 4 5 9

13. 이곳 의사 선생님은 치료에 필요한 세부전문
의나 상급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소개해줍니까? 

1 2 3 4 5 9

14.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의합니까?

1 2 3 4 5 9

15.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1 2 3 4 5 9

16. 이곳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까?

1 2 3 4 5 9

17. 이곳 의료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
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9

18. 이곳 의사 선생님은 지역의 보건, 복지, 
환경문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9

19. 이곳 의사 선생님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역사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 지역사
회 보건의료 관련 토론회, 주민건강 강좌 등)

1 2 3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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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은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가장 적절한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24. 오래된 건강문제나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귀하의 건강에는 현재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26. 주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을 방문합니까? 

① 급성질환

② 만성질환

③ 일상적인 건강상담 및 관리

④ 기타

일차의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잘모름

1.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귀하의 증상에 대
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9

2.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9

3. 이곳 의사 선생님은 시간을 충분히 내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1 2 3 4 5 9

4. 이곳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하는 설명이
나 질문을 잘 이해합니까?

1 2 3 4 5 9

5. 이곳 의사 선생님은 검사결과와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까?

1 2 3 4 5 9

6.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주요한 병력
을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9

7.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누구와 같이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1인가구인 경우 
1인가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9

8.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의 직업과 직장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9

9.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가 건강과 관련
해 어떤 걱정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
는지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9

10. 이곳 의사 선생님은 귀하를 한 사람의 개인
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가치관, 취향 등)

1 2 3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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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평소에 귀하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다소 좋다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④ 다소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28. 의료협동조합 의사가 상담해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9. 의료협동조합 조합원이 된 후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달라진 생활습관이 있습

니까?

    (예: 금연, 절주, 운동, 식습관 개선 등)

① 있다

② 없다 

30. 의료협동조합 사업소 이용이 귀하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매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⑨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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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용 질문

성별 □ 1) 남 □ 2) 여

나이 만           세

최종학력
□ 1) 무학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대학교      

□ 6) 대학원 

결혼상태 □ 1) 비혼 □ 2) 기혼 □ 3) 이혼 □ 4) 사별 □ 5) 기타              

직업                              (적어 주십시오)

직업분류

□ 1)관리자 □ 2)전문가 □ 3)사무 □ 4)서비스 □ 5)판매 □ 6)농·림·어업

□ 7)기능원 및 관련기능 □ 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 9)단순노무  

□ 10)군인(직업군인) □ 11)학생/수험생 □ 12)주부 □ 13)기타

직위
□ 1) 고용주 및 자영업자 □ 2) 임금근로자 □ 3) 무급가족봉사자  

□ 4) 해당없음

가족전체

월평균

소득

□ 1) 100만원 미만 □ 2) 100~200만원 미만 □ 3) 200~300만원 미만

□ 4) 300~400만원 미만 □ 5) 400~500만원 미만 □ 6) 500~600만원 미만

□ 7) 600~700만원 미만 □ 8) 700만원 이상

가족전체

년소득
총            원

가구원 수 총            명

조합까지 

걸리는 시간
□ 30분 미만  □ 30분 이상

참여방법
□ 1) 조합원 □ 2) 이사/대의원 □ 3) 의료기관 직원 □ 4) 조합부 직원    

□ 5) 의료인

참여

협동조합

□ 1)느티나무 □ 2)민들레 □ 3)마포 □ 4)살림 □ 5)서울 □ 6)성남 □ 7)수원

□ 8)시흥희망 □ 9)안산 □ 10)안성 □ 11)원주 □ 12)인천평화 □ 13)전주

□ 14)함께걸음 □ 15)해바라기 □ 16)행복한마을 □ 17)홍성우리마을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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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별 조합원 관련 특성2)

2) 2019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자료집,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8년 현황자료를 사용하였음.

조합원 수(명) 조합원 1인당 소모임 수(개) 조합원 1인당 지역모임 수(개)

1 안성 6,257 민들레 1.04 느티나무 0.78

2 안산 5,952 수원 0.61 수원 0.74

3 민들레 3,751 살림 0.53 안성 0.51

4 인천평화 2,682 안성 0.51 마포 0.40

5 살림 2,655 느티나무 0.49 살림 0.23

6 시흥희망 2,374 시흥희망 0.42 인천평화 0.22

7 함께걸음 1,729 인천평화 0.41 홍성우리마을 0.18

8 수원 1,482 홍성우리마을 0.36 시흥희망 0.17

9 원주 1,455 함께걸음 0.35 전주 0.15

10 성남 1,440 전주 0.31 행복한마을 0.14

11 행복한마을 1,362 행복한마을 0.29 안산 0.13

12 전주 1,304 안산 0.20 민들레 0.00

13 마포 1,244 원주 0.07 성남 0.00

14 느티나무 1,028 마포 0.00 원주 0.00

15 홍성우리마을 563 성남 0.00 함께걸음 0.00

16 전체 2,351±1,719 전체 0.37±0.26 전체 0.24±0.25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2,390±1,664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0.37±0.33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0.17±0.24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904±482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0.18±0.25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0.29±0.16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3,322±2,673 지역중심 팀추구형 0.47±0.05 지역중심 팀추구형 0.50±0.28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2,192±655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0.44±0.13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0.11±0.16
주: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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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 별 조직 구조

3) 파트타임 의사는 0.5명으로 계산하였음

4) 각 협동조합의 2019년 총회자료집에 건강위원회, 보건복지위원가 있거나 직원현황에 케어코디네이터가 있는 경우 보건예방조직 있다고 판단하였음

일차의료기관 유형
조합원 100명당

의사 수3)
조합원 100명당
간호인력 수

조합원 100명당
조합부 직원 수

보건예방조직 유무4)

1 민들레 의원,한의원 원주 0.206 안성 0.463 전주 0.307 느티나무 있음

2 안산 의원,한의원 느티나무 0.195 인천평화 0.410 살림 0.301 살림 있음

3 안성 의원,한의원 홍성우리마을 0.178 홍성우리마을 0.355 느티나무 0.292 안성 있음

4 인천평화 의원,한의원 안성 0.176 민들레 0.347 안성 0.224 인천평화 있음

5 느티나무 의원 행복한마을 0.147 안산 0.235 안산 0.218 함께걸음 있음

6 마포 의원 살림 0.113 성남 0.208 민들레 0.213 민들레 없음

7 살림 의원 민들레 0.107 원주 0.206 원주 0.206 마포 없음

8 원주 의원 성남 0.104 느티나무 0.195 수원 0.202 성남 없음

9 홍성우리마을 의원 안산 0.101 마포 0.161 홍성우리마을 0.178 수원 없음

10 성남 한의원 마포 0.080 전주 0.153 함께걸음 0.174 시흥희망 없음

11 수원 한의원 전주 0.077 살림 0.151 마포 0.161 안산 없음

12 시흥희망 한의원 인천평화 0.075 행복한마을 0.147 시흥희망 0.126 원주 없음

13 전주 한의원 수원 0.067 수원 0.135 인천평화 0.112 전주 없음

14 함께걸음 한의원 함께걸음 0.058 함께걸음 0.116 행복한마을 0.073 행복한마을 없음

15 행복한마을 한의원 시흥희망 0.042 시흥희망 0.084 성남 0.069 홍성우리마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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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 별 재무관련 특성(단위: 만원)

출자금 매출 재정(출자금+매출)

1 민들레 128,231 안성 512,524 안성 615,592

2 안산 121,458 안산 469,082 안산 590,540

3 살림 116,231 시흥희망 359,957 시흥희망 440,879

4 안성 103,067 민들레 226,191 민들레 354,422

5 시흥희망 80,922 인천평화 202,920 살림 304,590

6 인천평화 71,966 살림 188,359 인천평화 274,886

7 함께걸음 67,539 수원 114,870 수원 152,251

8 느티나무 41,274 함께걸음 82,206 함께걸음 149,746

9 마포 37,587 원주 72,100 원주 102,298

10 수원 37,380 전주 59,540 전주 91,751

11 행복한마을 32,886 마포 29,983 느티나무 68,134

12 전주 32,211 느티나무 26,859 마포 67,570

13 성남 30,676 행복한마을 26,748 행복한마을 59,634

14 원주 30,198 성남 23,268 성남 53,944

15 홍성우리마을 10,239 홍성우리마을 16,487 홍성우리마을 26,727

16 전체 62,791±38,791 전체 1,60,753±165,689 전체 223,544±97,725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1,746±42,448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168,981±167,132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230,727±204,027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23,913±19,33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23,287±9,470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47,200±28,808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72,103±30,897 지역중심 팀추구형 247,435±245,874 지역중심 팀추구형 319,538±276,447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91,886±34,43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35,283±75,061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227,169±109,492
주: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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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 별 조합원 1인당 재무관련 특성(단위: 원)

조합원 1인당 출자금 조합원 1인당 매출 조합원 1인당 재정(출자금+매출)

1 살림 437,783 시흥희망 1,516,248 시흥희망 1,857,118

2 느티나무 401,506 안성 819,122 살림 1,147,234

3 함께걸음 390,630 안산 788,109 수원 1,027,335

4 민들레 341,860 수원 775,105 인천평화 1,024,930

5 시흥희망 340,870 인천평화 756,600 안산 992,172

6 마포 302,147 살림 709,451 안성 983,846

7 인천평화 268,331 민들레 603,016 민들레 944,876

8 수원 252,230 원주 495,533 함께걸음 866,087

9 전주 247,020 함께걸음 475,457 전주 703,615

10 행복한마을 241,455 전주 456,595 원주 703,081

11 성남 213,031 홍성우리마을 292,859 느티나무 662,784

12 원주 207,548 느티나무 261,279 마포 543,170

13 안산 204,063 마포 241,023 홍성우리마을 474,726

14 홍성우리마을 181,867 행복한마을 196,388 행복한마을 437,842

15 안성 164,724 성남 161,585 성남 374,616

16 전체 279,670±85,280 전체 570,056±349,999 전체 849,726±370,233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256,010±5,5771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24,155±428,774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880,164±463,827

18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242,007±85,051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267,847±37,935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509,854±47,116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78,187±118,698 지역중심 팀추구형 612,333±305,625 지역중심 팀추구형 890,520±198,292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414,207±33,343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592,454±165,459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006,660±198,801
주: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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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문지 회수율

협동조합명 배포 회수 회수율

1 인천평화 120 105 87.50

2 민들레 120 104 86.67

3 시흥희망 130 97 74.62

4 살림 110 82 74.55

5 안산 120 86 71.67

6 홍성우리마을 110 74 67.27

7 행복한마을 110 73 66.36

8 원주 110 71 64.55

9 마포 110 71 64.55

10 느티나무 110 71 64.55

11 함께걸음 110 68 61.82

12 안성 130 79 60.77

13 전주 110 64 58.18

14 수원 110 59 53.64

15 성남 170 82 48.24

16 전체 1,780 1,186 66.63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980 636 64.9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220 145 65.91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360 255 70.83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220 136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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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일차의료서비스 만족도(100점)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살림 51 88.81 9.77 65.74 100

2 홍성우리마을 37 88.74 11.56 58.33 100

3 수원 47 80.41 17.60 23.61 100

4 원주 53 79.01 18.01 9.79 100

5 느티나무 31 77.30 14.87 38.56 100

6 민들레 29 74.51 20.01 30.89 100

7 마포 52 72.76 23.43 0.00 100

8 안산 39 72.58 18.47 18.32 100

9 안성 49 72.37 19.03 11.90 100

10 행복한마을 31 69.19 15.41 31.94 94.44

11 인천평화 36 64.59 17.06 14.22 100

12 시흥희망 23 62.89 17.27 13.89 100

13 함께걸음 35 61.83 15.29 25.93 100

14 전주 28 61.77 24.91 5.82 100

15 성남 36 54.19 15.90 5.16 78.17

16 전체 577 73.24 19.87 0.0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310 66.85 19.70 0.00 95.43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82 80.02 15.10 28.37 95.43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121 70.22 16.90 10.42 95.43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73 72.57 18.08 25.05 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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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차의료서비스 중 조정성에 대한 만족도(100점)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홍성우리마을 66 91.61 9.32 71.43 100

2 살림 55 91.49 11.83 60.71 100

3 원주 59 82.63 18.70 0.00 100

4 느티나무 40 81.97 13.91 39.29 100

5 민들레 64 81.53 17.35 7.14 100

6 안성 53 76.42 18.59 21.43 100

7 인천평화 57 76.00 20.16 0.00 100

8 안산 59 74.88 23.57 0.00 100

9 수원 38 74.53 18.12 25.00 100

10 마포 36 74.40 21.20 25.00 100

11 행복한마을 38 68.23 18.97 10.71 100

12 전주 38 67.39 23.72 0.00 100

13 함께걸음 41 66.81 18.37 25.00 100

14 성남 44 64.53 21.75 7.14 100

15 시흥희망 33 62.55 26.74 0.00 100

16 전체 721 77.06 20.64 0.0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366 72.29 22.25 0.0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98 84.76 16.93 25.0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141 76.75 18.50 0.0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93 79.37 20.02 2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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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차의료서비스 중 포괄성에 대한 만족도(100점)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살림 44 85.29 12.42 55.56 100

2 홍성우리마을 52 84.56 13.14 47.22 100

3 원주 48 76.50 21.83 0.00 100

4 민들레 57 74.90 21.32 5.56 100

5 안성 42 73.68 19.16 13.89 100

6 마포 34 73.20 20.02 27.78 100

7 느티나무 36 73.15 17.82 36.11 100

8 안산 54 72.07 23.74 0.00 100

9 인천평화 56 70.93 20.65 0.00 100

10 시흥희망 35 59.60 20.71 13.89 100

11 수원 34 58.66 15.77 25.00 88.89

12 행복한마을 39 54.63 18.57 19.44 100

13 함께걸음 38 53.80 17.72 16.67 100

14 전주 31 52.15 22.46 0.00 100

15 성남 43 43.15 18.09 0.00 75

16 전체 643 68.27 22.50 0.0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362 55.51 20.21 0.00 86.29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92 69.95 15.01 21.57 86.29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151 62.40 16.68 0.00 86.29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89 62.60 18.47 11.14 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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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차의료서비스 중 전인적 의료에 대한 만족도(100점)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살림 60 90.35 12.02 41.67 100

2 홍성우리마을 67 88.31 13.94 29.17 100

3 수원 48 80.56 17.43 33.33 100

4 원주 59 79.24 19.18 20.83 100

5 느티나무 45 78.61 17.67 37.50 100

6 민들레 71 76.88 19.76 16.67 100

7 마포 41 71.85 21.69 20.83 100

8 안산 59 71.61 25.75 0.00 100

9 안성 56 70.54 18.82 8.33 100

10 행복한마을 44 70.36 19.88 12.50 100

11 인천평화 68 67.83 20.22 0.00 100

12 시흥희망 52 64.90 28.91 0.00 100

13 함께걸음 47 64.10 20.05 20.83 100

14 전주 38 61.07 21.54 0.00 100

15 성남 52 58.81 19.62 8.33 100

16 전체 807 73.69 21.82 0.0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423 71.10 22.94 0.0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08 82.06 18.97 20.83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169 71.60 19.49 0.0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07 78.82 20.64 20.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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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입동기 중 보상적동기(전체)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살림 82 84.04 15.83 33.33 100

2 행복한마을 73 81.62 15.40 50.00 100

3 홍성우리마을 74 81.08 18.37 8.33 100

4 수원 59 80.23 18.63 0.00 100

5 성남 82 80.08 17.16 25.00 100

6 함께걸음 68 78.68 18.74 25.00 100

7 느티나무 71 78.40 17.00 33.33 100

8 원주 71 78.05 20.47 0.00 100

9 마포 71 77.58 16.76 33.33 100

10 민들레 104 77.56 20.01 0.00 100

11 안산 86 75.48 21.44 8.33 100

12 전주 64 74.48 24.35 0.00 100

13 안성 79 73.52 19.65 8.33 100

14 시흥희망 97 73.20 23.52 0.00 100

15 인천평화 105 73.17 21.12 0.00 100

16 전체 1,186 77.60 19.68 0.0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77.40 20.47 0.0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79.37 17.63 8.33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4.74 19.65 0.0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1.61 17.36 2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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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입동기 중 보상적동기(의료서비스)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마포 71 93.66 11.74 50 100

2 살림 82 92.99 16.33 25 100

3 수원 59 92.37 16.90 0 100

4 홍성 74 90.88 18.31 0 100

5 행복한마을 73 89.04 15.58 50 100

6 느티나무 71 88.73 17.31 25 100

7 성남 82 87.50 18.94 25 100

8 원주 71 86.97 21.90 0 100

9 전주 64 85.94 24.35 0 100

10 민들레 104 85.58 20.22 0 100

11 함께걸음 68 84.93 18.40 25 100

12 시흥희망 97 79.90 23.28 0 100

13 안산 86 78.49 26.06 0 100

14 안성 79 78.48 24.91 0 100

15 인천평화 105 74.76 26.52 0 100

16 전체 1,186 85.43 21.48 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85.22 21.64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92.24 15.46 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9.80 24.38 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9.33 17.70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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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입동기 중 보상적동기(건강정보)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살림 82 85.98 19.28 25 100

2 행복한마을 73 84.59 18.93 25 100

3 성남 82 82.93 21.11 25 100

4 홍성우리마을 74 82.09 23.60 0 100

5 느티나무 71 81.69 21.11 25 100

6 민들레 104 81.25 20.54 0 100

7 원주 71 80.99 24.81 0 100

8 수원 59 80.93 21.45 0 100

9 함께걸음 68 79.41 20.69 25 100

10 마포 71 79.23 23.14 25 100

11 안산 86 78.78 25.59 0 100

12 안성 79 75.63 22.64 0 100

13 인천평화 105 75.24 22.86 0 100

14 시흥희망 97 74.48 26.26 0 100

15 전주 64 73.83 29.35 0 100

16 전체 1,186 79.68 23.04 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79.68 23.78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80.69 23.34 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7.16 22.41 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3.00 20.13 25 100



- 185 -

13. 가입동기 중 보상적동기(건강증진활동)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살림 82 73.17 25.39 0 100

2 함께걸음 68 71.69 27.96 0 100

3 행복한마을 73 71.23 24.89 0 100

4 홍성우리마을 74 70.27 30.88 0 100

5 성남 82 69.82 25.68 0 100

6 인천평화 105 69.52 28.16 0 100

7 안산 86 69.19 25.92 0 100

8 수원 59 67.37 28.71 0 100

9 안성 79 66.46 30.46 0 100

10 원주 71 66.20 27.42 0 100

11 민들레 104 65.87 31.56 0 100

12 시흥희망 97 65.21 33.96 0 100

13 느티나무 71 64.79 25.56 0 100

14 전주 64 63.67 32.41 0 100

15 마포 71 59.86 30.32 0 100

16 전체 1,186 67.69 28.86 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67.30 29.12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65.17 30.94 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67.25 28.17 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72.50 26.51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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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입동기 중 집합적동기(전체)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느티나무 71 87.91 13.12 50.00 100

2 성남 82 85.26 15.40 33.33 100

3 행복한마을 73 84.93 14.74 50.00 100

4 홍성우리마을 74 84.91 22.74 0.00 100

5 살림 82 84.86 16.04 25.00 100

6 수원 59 83.76 17.05 33.33 100

7 마포 71 82.86 19.26 16.67 100

8 원주 71 82.63 21.40 0.00 100

9 함께걸음 68 82.23 20.00 25.00 100

10 민들레 104 80.77 22.52 0.00 100

11 전주 64 78.65 22.85 0.00 100

12 안산 86 77.91 23.53 0.00 100

13 안성 79 74.89 20.39 8.33 100

14 인천평화 105 72.78 20.87 0.00 100

15 시흥희망 97 71.22 28.18 0.00 100

16 전체 1,186 80.57 21.01 0.0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80.25 21.94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83.91 21.06 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7.65 19.88 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3.67 17.93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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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입동기 중 집합적동기(환자권리실현)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느티나무 71 86.97 16.83 25 100

2 살림 82 86.59 18.92 25 100

3 성남 82 84.76 22.14 0 100

4 수원 59 84.32 16.67 50 100

5 행복한마을 73 83.90 16.34 50 100

6 홍성우리마을 74 83.45 25.93 0 100

7 민들레 104 81.97 23.49 0 100

8 함께걸음 68 81.25 21.76 25 100

9 마포 71 80.63 24.71 0 100

10 원주 71 80.28 25.32 0 100

11 안산 86 77.91 24.08 0 100

12 전주 64 76.95 26.47 0 100

13 안성 79 75.32 22.82 0 100

14 인천평화 105 74.05 21.91 0 100

15 시흥희망 97 71.65 30.96 0 100

16 전체 1,186 80.33 23.43 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79.95 24.28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82.07 25.29 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8.04 21.58 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4.17 20.36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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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입동기 중 집합적동기(한국의료문제해결)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느티나무 71 89.44 15.04 50 100

2 행복한마을 73 86.30 16.69 50 100

3 살림 82 85.06 21.47 0 100

4 홍성우리마을 74 84.46 26.07 0 100

5 수원 59 83.47 20.03 25 100

6 성남 82 82.62 22.80 0 100

7 마포 71 82.39 21.71 0 100

8 원주 71 82.04 24.71 0 100

9 함께걸음 68 81.25 23.41 0 100

10 민들레 104 78.61 24.49 0 100

11 안산 86 77.33 26.47 0 100

12 전주 64 76.95 27.21 0 100

13 안성 79 75.00 23.00 0 100

14 시흥희망 97 69.33 29.65 0 100

15 인천평화 105 69.29 24.33 0 100

16 전체 1,186 79.64 24.25 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79.09 25.00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83.45 23.98 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6.67 23.15 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3.33 22.37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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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입동기 중 집합적동기(지역주민 지지)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성남 82 88.41 16.29 50 100

2 느티나무 71 87.32 17.36 25 100

3 홍성우리마을 74 86.82 24.56 0 100

4 마포 71 85.56 19.21 50 100

5 원주 71 85.56 22.23 0 100

6 행복한마을 73 84.59 17.98 25 100

7 함께걸음 68 84.19 20.22 25 100

8 수원 59 83.47 21.58 25 100

9 살림 82 82.93 17.95 25 100

10 전주 64 82.03 24.99 0 100

11 민들레 104 81.73 26.35 0 100

12 안산 86 78.49 26.34 0 100

13 인천평화 105 75.00 24.51 0 100

14 안성 79 74.37 24.34 0 100

15 시흥희망 97 72.68 30.42 0 100

16 전체 1,186 81.75 23.37 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81.72 24.44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86.21 22.03 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8.24 23.31 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3.50 18.96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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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입경로(복수응답)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지인
소개

625 (52.70) 349 (54.87) 69 (47.59) 128 (50.20) 79 (52.67) 38 (53.52) 44 (42.31) 42 (59.15) 44 (53.66) 50 (60.98)

직원
권유

277 (23.36) 151 (23.74) 23 (15.86) 75 (29.41) 28 (18.67) 13 (18.31) 35 (33.65) 14 (19.72) 14 (17.07) 14 (17.07)

단체
소개

214 (18.04) 116 (18.24) 40 (27.59) 34 (13.33) 24 (16.00) 14 (19.72) 20 (19.23) 23 (32.39) 12 (14.63) 28 (34.15)

직원
입사 28 (2.36) 19 (2.99) 0 (0.00) 5 (1.96) 4 (2.67) 0 (0.00) 5 (4.81) 0 (0.00) 4 (4.88) 1 (1.22)

사업소
이용 182 (15.35) 75 (11.79) 29 (20.00) 50 (19.61) 28 (18.67) 7 (9.86) 20 (19.23) 9 (12.68) 21 (25.61) 7 (8.54)

프로그램
참가 79 (6.66) 42 (6.60) 4 (2.76) 18 (7.06) 15 (10.00) 4 (5.63) 7 (6.73) 2 (2.82) 13 (15.85) 6 (7.32)

홍보물 60 (5.06) 22 (3.46) 17 (11.72) 9 (3.53) 12 (8.00) 4 (5.63) 2 (1.92) 8 (11.27) 6 (7.32) 1 (1.22)

직접 45 (3.80) 21 (3.30) 5 (3.45) 9 (3.53) 10 (6.67) 3 (5.64) 7 (6.73) 2 (2.82) 8 (9.76) 1 (1.22)

발기인 43 (3.63) 19 (2.99) 11 (7.59) 10 (3.92) 3 (2.00) 10 (14.08) 2 (1.92) 1 (1.41) 1 (1.22) 4 (4.88)

기사 31 (2.61) 19 (2.99) 2 (1.38) 3 (1.18) 7 (4.67) 1 (1.41) 3 (2.88) 1 (1.41) 6 (7.32) 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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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입경로 계속(복수응답)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지인
소개

31 (52.54) 50 (51.55) 52 (60.47) 39 (49.37) 44 (61.97) 51 (48.57) 43 (67.19) 35 (51.47) 35 (47.95) 27 (36.49)

직원
권유

13 (22.03) 26 (26.80) 19 (22.09) 21 (26.58) 25 (35.21) 41 (39.05) 14 (21.88) 14 (20.59) 5 (6.85) 9 (12.16)

단체
소개

10 (16.95) 10 (10.31) 8 (9.30) 12 (15.19) 10 (14.08) 8 (7.62) 1 (1.56) 12 (17.65) 29 (39.73) 17 (22.97)

직원
입사 2 (3.39) 8 (8.25) 3 (3.49) 4 (5.06) 0 (0.00) 1 (0.95) 0 (0.00) 0 (0.00) 0 (0.00) 0 (0.00)

사업소
이용 8 (13.56) 15 (15.46) 12 (13.95) 15 (18.99) 4 (5.63) 28 (26.67) 7 (10.94) 7 (10.29) 2 (2.74) 20 (27.03)

프로그램
참가 6 (10.17) 10 (10.31) 4 (4.65) 6 (7.59) 5 (7.04) 8 (7.62) 1 (1.56) 2 (2.94) 3 (4.11) 2 (2.70)

홍보물 5 (8.47) 5 (5.15) 4 (4.65) 3 (3.80) 3 (4.23) 2 (1.90) 0 (0.00) 6 (8.82) 2 (2.74) 9 (12.16)

직접 2 (3.39) 3 (3.09) 5 (5.81) 2 (2.53) 0 (0) 4 (3.81) 2 (3.12) 2 (2.94) 1 (1.37) 3 (4.05)

발기인 4 (6.78) 2 (2.06) 1 (1.16) 0 (0.00) 1 (1.41) 0 (0.00) 0 (0.00) 2 (2.94) 5 (6.85) 10 (13.51)

기사 4 (6.78) 1 (1.03) 6 (6.98) 0 (0.00) 0 (0.00) 2 (1.90) 1 (1.56) 1 (1.47) 3 (4.11) 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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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입경로(재분류)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소개 801 (67.54) 458 (72.01) 85 (58.62) 173 (67.84) 85 (56.67) 46 (64.79) 67 (64.42) 51 (71.83) 35 (42.68) 64 (78.05)

직접 385 (32.49) 178 (27.99) 60 (41.38) 82 (32.16) 65 (43.33) 25 (35.21) 37 (35.58) 20 (28.17) 47 (57.32) 18 (21.95)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소개 32 (54.24) 66 (68.04) 60 (69.77) 59 (74.68) 59 (83.10) 67 (64.42) 53 (82.81) 50 (73.53) 57 (78.08) 34 (45.95)

직접 27 (45.76) 31 (31.96) 26 (30.23) 20 (25.32) 12 (16.90) 37 (35.58) 11 (17.19) 18 (26.47) 16 (21.92) 40 (54.05)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4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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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합참여기간(년)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인천평화 105 10.49 6.40 0.67 23.00

2 안성 79 8.71 7.52 0.08 24.58

3 민들레 104 7.07 5.06 0.25 16.42

4 원주 71 6.74 5.31 0.17 17.58

5 안산 86 6.16 5.67 0.17 18.75

6 성남 82 5.60 4.00 0.25 10.92

7 함께걸음 68 5.37 3.94 0.08 13.58

8 행복한마을 73 4.76 1.98 0.33 6.83

9 수원 59 4.58 3.05 0.08 9.83

10 살림 82 4.36 2.55 0.25 8.67

11 느티나무 71 4.21 1.40 0.42 6.00

12 전주 64 4.14 4.71 0.08 14.67

13 마포 71 3.73 1.74 0.17 6.58

14 시흥희망 97 3.54 2.79 0.33 9.33

15 홍성우리마을 74 3.02 1.01 0.42 4.83

16 전체 1,186 5.67 4.82 0.08 24.58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5.39 4.45 0.08 18.75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3.37 1.45 0.17 6.58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8.19 6.43 0.08 24.58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4.82 3.28 0.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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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용한 사업체 개수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인천평화 105 3.49 1.24 1 7

2 민들레 104 3.34 1.03 1 6

3 안성 79 3.24 1.06 1 6

4 안산 86 2.92 1.28 1 6

5 살림 82 2.76 0.98 1 4

6 원주 71 2.14 0.74 1 4

7 시흥희망 97 2.04 1.09 1 6

8 함께걸음 68 1.74 0.56 0 3

9 전주 64 1.72 0.45 1 2

10 수원 59 1.61 0.53 1 3

11 마포 71 1.34 0.48 1 2

12 느티나무 71 1.00 0.00 1 1

13 성남 82 1.00 0.00 1 1

14 행복한마을 73 1.00 0.00 1 1

15 홍성우리마을 74 1.00 0.00 1 1

16 전체 1,186 2.12 1.23 0 7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2.06 1.16 1 6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1.17 0.37 1 2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2.72 1.46 1 7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2.31 0.9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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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입 당시 알고 있었던 조합원이 있었는지 여부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296 (24.96) 173 (27.20) 15 (10.34) 66 (25.88) 42 (28.00) 9 (12.68) 31 (29.81) 8 (11.27) 26 (31.71) 8 (9.76)

있음 890 (75.04) 463 (72.80) 130 (89.66) 189 (74.12) 108 (72.00) 62 (87.32) 73 (70.19) 63 (88.73) 56 (68.29) 74 (90.24)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19 (32.20) 37 (38.14) 28 (32.56) 28 (35.44) 15 (21.13) 29 (27.62) 25 (39.06) 16 (23.53) 10 (13.70) 7 (9.46)

있음 40 (67.80) 60 (61.86) 58 (67.44) 51 (64.56) 56 (78.87) 76 (72.38) 39 (60.94) 52 (76.47) 63 (86.30) 67 (90.54)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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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입 당시 알고 있었던 조합원의 가입권유 유무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336 (28.33) 178 (27.99) 37 (25.52) 70 (27.45) 51 (34.00) 14 (19.72) 35 (33.65) 13 (18.31) 34 (41.46) 14 (17.07)

있음 850 (71.67) 458 (72.01) 108 (74.48) 185 (72.55) 99 (66.00) 57 (80.28) 69 (66.35) 58 (81.69) 48 (58.54) 68 (82.93)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25 (42.37) 38 (39.18) 28 (32.56) 29 (36.71) 5 (7.04) 27 (25.71) 21 (32.81) 17 (25.00) 12 (16.44) 24 (32.43)

있음 34 (57.63) 59 (60.82) 58 (67.44) 50 (63.29) 66 (92.96) 78 (74.29) 43 (67.19) 51 (75.00) 61 (83.56) 50 (67.57)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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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합원의 가입권유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해당
없음

296 (24.96) 173 (27.20) 15 (10.34) 66 (25.88) 42 (28.00) 9 (12.68) 31 (29.81) 8 (11.27) 26 (31.71) 8 (9.76)

영향
없음 202 (17.03) 99 (15.57) 33 (22.76) 53 (20.78) 17 (11.33) 13 (18.31) 12 (11.54) 9 (12.68) 12 (14.63) 14 (17.07)

영향
있음

688 (58.01) 364 (57.23) 97 (66.90) 136 (53.33) 91 (60.67) 49 (69.01) 61 (58.65) 54 (76.06) 44 (53.66) 60 (73.17)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해당
없음 19 (32.20) 37 (38.14) 28 (32.56) 28 (35.44) 15 (21.13) 29 (27.62) 25 (39.06) 16 (23.53) 10 (13.70) 7 (9.46)

영향
없음 10 (16.95) 18 (18.56) 20 (23.26) 17 (21.52) 9 (12.68) 23 (21.90) 9 (14.06) 5 (7.35) 7 (9.59) 24 (32.43)

영향
있음 30 (50.85) 42 (43.30) 38 (44.19) 34 (43.04) 47 (66.20) 53 (50.48) 30 (46.88) 47 (69.12) 56 (76.71) 43 (58.11)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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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합가입 후 새로 알게 된 조합원 유무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215 (18.13) 146 (22.96) 39 (26.90) 14 (5.49) 16 (10.67) 4 (5.63) 23 (22.12) 21 (29.58) 6 (7.32) 24 (29.27)

있음 971 (81.87) 490 (77.04) 106 (73.10) 241 (94.51) 134 (89.33) 67 (94.37) 81 (77.88) 50 (70.42) 76 (92.68) 58 (70.73)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19 (32.20) 26 (26.80) 17 (19.77) 5 (6.33) 9 (12.68) 5 (4.76) 11 (17.19) 10 (14.71) 17 (23.29) 18 (24.32)

있음 40 (67.80) 71 (73.20) 69 (80.23) 74 (93.67) 62 (87.32) 100 (95.24) 53 (82.81) 58 (85.29) 56 (76.71) 56 (75.68)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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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용참여 내용(복수응답)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건강
교육

554 (46.71) 265 (41.67) 56 (38.62) 140 (54.90) 93 (62.00) 39 (54.93) 54 (51.92) 20 (28.17) 52 (63.41) 33 (40.24)

건강
소모임

498 (41.99) 229 (36.01) 45 (31.03) 149 (58.43) 75 (50.00) 28 (39.44) 55 (52.88) 26 (36.62) 41 (50.00) 16 (19.51)

건강
실천단

430 (36.26) 95 (14.94) 25 (17.24) 63 (24.71) 45 (30.00) 13 (18.31) 17 (16.35) 10 (14.08) 24 (29.27) 15 (18.29)

건강
리더

7 (0.59) 5 (0.79) 0 (0.00) 2 (0.78) 0 (0.00) 0 (0.00) 3 (2.88) 0 (0.00) 0 (0.00) 0 (0.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건강
교육

30 (50.85) 26 (26.80) 44 (51.16) 48 (60.76) 27 (38.03) 53 (50.48) 21 (32.81) 41 (60.29) 30 (41.10) 36 (48.65)

건강
소모임 27 (45.76) 33 (34.02) 43 (50.00) 52 (65.82) 14 (19.72) 69 (65.71) 15 (23.44) 34 (50.00) 26 (35.62) 19 (25.68)

건강
실천단 7 (11.86) 9 (9.28) 19 (22.09) 31 (39.24) 4 (5.63) 19 (18.10) 9 (14.06) 21 (30.88) 15 (20.55) 15 (20.27)

건강
리더

0 (0.00) 0 (0.00) 2 2.33) 2 2.5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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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용참여(재분류)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444 (37.44) 383 (60.22) 93 (64.14) 96 (37.65) 65 (43.33) 27 (38.03) 27 (25.96) 29 (40.85) 17 (20.73) 39 (47.56)

함 742 (62.56) 253 (39.78) 52 (35.86) 159 (62.35) 85 (56.67) 44 (61.97) 77 (74.04) 42 (59.15) 65 (79.27) 43 (52.44)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23 (38.98) 56 (57.73) 27 (31.40) 14 (17.72) 38 (53.52) 24 (22.86) 36 (56.25) 22 (32.35) 31 (42.47) 34 (45.95)

함 36 (61.02) 41 (42.27) 59 (68.60) 65 (82.28) 33 (46.48) 81 (77.14) 28 (43.75) 46 (67.65) 42 (57.53) 40 (54.05)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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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운영참여 내용(복수응답)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총회 551 (46.46) 259 (40.72) 72 (49.66) 131 (51.37) 89 (59.33) 47 (66.20) 48 (46.15) 20 (28.17) 47 (57.32) 38 (46.34)

조합원
환영회

494 (41.65) 222 (34.91) 45 (31.03) 131 (51.37) 96 (64.00) 36 (50.70) 43 (41.35) 14 (19.72) 55 (67.07) 22 (26.83)

조합운영
교육

430 (36.26) 197 (30.97) 34 (23.45) 113 (44.31) 86 (57.33) 38 (53.52) 37 (35.58) 13 (18.31) 48 (58.54) 22 (26.83)

지역모임 424 (35.75) 172 (27.04) 32 (22.07) 137 (53.73) 83 (55.33) 48 (67.61) 36 (34.62) 15 (21.13) 48 (58.54) 19 (23.17)

자원봉사
활동 301 (25.38) 131 (20.60) 16 (11.03) 89 (34.90) 65 (43.33) 27 (38.03) 17 (16.35) 4 (5.63) 44 (53.66) 7 (8.54)

위원회
및

이사회
291 (24.54) 126 (19.81) 26 (17.93) 77 (30.20) 62 (41.33) 26 (36.62) 26 (25.00) 10 (14.08) 34 (41.46) 16 (19.51)

지역문제
교육 186 (15.68) 92 (14.47) 15 (10.34) 46 (18.04) 33 (22.00) 18 (25.35) 18 (17.31) 3 (4.23) 17 (20.73) 21 (25.61)

건강
비관련
소모임

10 (0.84) 1 (0.16) 0 (0.00) 3 (1.18) 6 (4.00) 0 (0.00) 0 (0.00) 0 (0.00) 6 7.32)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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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운영참여 내용 계속(복수응답)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총회 21 (35.59) 27 (27.84) 30 (34.88) 26 (32.91) 38 (53.52) 58 (55.24) 21 (32.81) 42 (61.76) 36 (49.32) 52 (70.27)

조합원
환영회

11 (18.64) 37 (38.14) 35 (40.70) 37 (46.84) 23 (32.39) 58 (55.24) 29 (45.31) 41 (60.29) 22 (30.14) 31 (41.89)

조합운영
교육 13 (22.03) 28 (28.87) 32 (37.21) 22 (27.85) 29 (40.85) 53 (50.48) 12 (18.75) 38 (55.88) 24 (32.88) 21 (28.38)

지역모임 15 (25.42) 20 (20.62) 36 (41.86) 33 (41.77) 9 (12.68) 56 (53.33) 10 (15.63) 35 (51.47) 27 (36.99) 17 (22.97)

자원봉사
활동 5 (8.47) 32 (32.99) 31 (36.05) 16 (20.25) 12 (16.90) 46 (43.81) 18 (28.13) 21 (30.88) 9 (12.33) 12 (16.22)

위원회
및

이사회
11 (18.64) 15 (15.46) 21 (24.42) 26 (32.91) 10 (14.08) 25 (23.81) 11 (17.19) 28 (41.18) 16 (21.92) 16 (21.62)

지역문제
교육 3 (5.08) 9 (9.28) 16 (18.60) 9 (11.39) 12 (16.90) 19 (18.10) 4 (6.25) 16 (23.53) 9 (12.33) 12 (16.22)

건강
비관련
소모임

1 (1.0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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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영참여(재분류)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287 (24.20) 353 (55.50) 81 (55.86) 80 (31.37) 34 (22.67) 5 (7.04) 31 (29.81) 29 (40.85) 6 (7.32) 28 (34.15)

함 899 (75.80) 283 (44.50) 64 (44.14) 175 (68.63) 116 (77.33) 66 (92.96) 73 (70.19) 42 (59.15) 76 (92.68) 54 (65.85)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27 (45.76) 37 (38.14) 21 (24.42) 19 (24.05) 20 (28.17) 13 (12.38) 16 (25.00) 4 (5.88) 20 (27.40) 11 (14.86)

함 32 (54.24) 60 (61.86) 65 (75.58) 60 (75.95) 51 (71.83) 92 (87.62) 48 (75.00) 64 (94.12) 53 (72.60) 63 (85.14)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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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합원의 참여양상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무심형 169 (14.25) 123 (19.34) 29 (20.00) 11 (4.31) 6 (4.00) 4 (5.63) 17 (16.35) 19 (26.76) 4 (4.88) 19 (23.17)

운영
참여형 275 (23.19) 154 (24.21) 34 (23.45) 54 (21.18) 33 (22.00) 23 (32.39) 10 (9.62) 10 (14.08) 13 (15.85) 20 (24.39)

이용
참여형 118 (9.95) 77 (12.11) 11 (7.59) 26 (10.20) 4 (2.67) 1 (1.41) 14 (13.46) 10 (14.08) 2 (2.44) 9 (10.98)

적극
참여형

624 (52.61) 282 (44.34) 71 (48.97) 164 (64.31) 107 (71.33) 43 (60.56) 63 (60.58) 32 (45.07) 63 (76.83) 34 (41.46)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무심형 16 (27.12) 30 (30.93) 7 (8.14) 4 (5.06) 13 (18.31) 3 (2.86) 11 (17.19) 2 (2.94) 10 (13.70) 10 (13.51)

운영
참여형 7 (11.86) 26 (26.80) 20 (23.26) 10 (12.66) 25 (35.21) 21 (20.00) 25 (39.06) 20 (29.41) 21 (28.77) 24 (32.43)

이용
참여형 11 (18.64) 7 (7.22) 14 (16.28) 15 (18.99) 7 (9.86) 10 (9.52) 5 (7.81) 2 (2.94) 10 (13.70) 1 (1.35)

적극
참여형 25 (42.37) 34 (35.05) 45 (52.33) 50 (63.29) 26 (36.62) 71 (67.62) 23 (35.94) 44 (64.71) 32 (43.84) 39 (52.70)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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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강관련 활동 참여 방식(복수응답)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혼자 327 (27.57) 182 (28.62) 48 (33.10) 60 (23.53) 37 (24.67) 22 (30.99) 16 (15.38) 21 (29.58) 25 (30.49) 28 (34.15)

지인 402 (33.90) 203 (31.92) 61 (42.07) 95 (37.25) 43 (28.67) 27 (38.03) 30 (28.85) 27 (38.03) 15 (18.29) 30 (36.59)

조합원 397 (33.47) 182 (28.62) 21 (14.48) 119 (46.67) 75 (50.00) 23 (32.39) 47 (45.19) 14 (19.72) 47 (57.32) 15 (18.29)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혼자 18 (30.51) 44 (45.36) 28 (32.56) 21 (26.58) 16 (22.50) 17 (16.19) 15 (23.44) 12 (17.65) 17 (23.29) 27 (36.49)

지인 17 (28.81) 21 (21.65) 26 (30.23) 29 (36.71) 26 (36.62) 39 (37.14) 20 (31.25) 28 (41.18) 33 (45.21) 34 (45.95)

조합원 10 (16.95) 25 (25.77) 26 (30.23) 33 (41.77) 20 (28.17) 63 (60.00) 25 (39.06) 28 (41.18) 14 (19.18) 7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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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강관련 활동 참여 방식(재분류)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126 (10.62) 82 (12.89) 23 (15.86) 13 (5.10) 8 (5.33) 6 (8.45) 14 (13.46) 14 (13.46) 2 (2.44) 10 (12.20)

혼자 308 (25.97) 174 (27.36) 45 (31.03) 58 (22.75) 31 (20.67) 21 (29.58) 15 (14.42) 15 (14.42) 20 (24.39) 27 (32.93)

지인 355 (29.93) 198 (31.13) 56 (38.62) 65 (25.49) 36 (24.00) 21 (29.58) 28 (26.92) 28 (26.92) 13 (15.85) 30 (36.59)

조합원 397 (33.47) 182 (28.62) 21 (14.48) 119 (46.67) 75 (50.00) 23 (32.39) 47 (45.19) 47 (45.19) 47 (57.32) 15 (18.29)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104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15 (25.42) 12 (12.37) 7 (8.14) 4 (5.06) 9 (12.68) 3 (2.86) 5 (7.81) 6 (8.82) 10 (13.70) 10 (13.51)

혼자 18 (30.51) 40 (41.24) 28 (32.56) 20 (25.32) 16 (22.54) 17 (16.19) 14 (21.88) 11 (16.18) 16 (21.92) 25 (33.78)

지인 16 (27.12) 20 (20.62) 25 (29.07) 22 (27.85) 26 (36.62) 22 (20.95) 20 (31.25) 23 (33.82) 33 (45.21) 32 (43.24)

조합원 10 (16.95) 25 (25.77) 26 (30.23) 33 (41.77) 20 (28.17) 63 (60.00) 25 (39.06) 28 (41.18) 14 (19.18) 7 (9.46)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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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강관련 활동 권유자(복수응답)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한)의사 67 (5.65) 31 (4.87) 9 (6.21) 15 (5.88) 12 (8.00) 1 (1.41) 6 (5.77) 2 (2.82) 11 (13.41) 0 (0.00)

직원 428 (36.09) 232 (36.48) 35 (24.14) 105 (41.18) 56 (37.33) 22 (30.99) 47 (45.19) 16 (22.54) 29 (35.37) 19 (23.17)

조합원 451 (38.03) 223 (35.06) 49 (33.79) 109 (42.75) 70 (46.67) 32 (45.07) 36 (34.62) 28 (39.44) 44 (53.66) 34 (41.46)

스스로 153 (12.90) 66 (10.38) 27 (18.62) 34 (13.33) 26 (17.33) 13 (18.31) 10 (9.62) 11 (15.49) 14 (17.07) 6 (7.32)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한)의사 3 (5.08) 3 (3.09) 5 (5.81) 10 (12.66) 11 (15.49) 4 (3.81) 1 (1.56) 1 (1.47) 2 (2.74) 7 (9.46)

직원 17 (28.81) 37 (38.14) 34 (39.53) 28 (35.44) 30 (42.25) 55 (52.38) 34 (53.13) 27 (39.71) 14 (19.18) 19 (25.68)

조합원 18 (30.51) 28 (28.87) 26 (30.23) 33 (41.77) 22 (30.99) 44 (41.90) 22 (34.38) 26 (38.24) 37 (50.68) 21 (28.38)

스스로 9 (15.25) 10 (10.31) 17 (19.77) 8 (10.13) 2 (2.82) 13 (12.38) 4 (6.25) 12 (17.65) 8 (10.96) 16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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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강관련 활동 권유자(재분류)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184 (15.51) 129 (20.28) 29 (20.00) 16 (6.27) 10 (6.67) 8 (11.27) 16 (15.38) 17 (23.94) 4 (4.88) 24 (29.27)

스스로 153 (12.90) 66 (10.38) 27 (18.62) 34 (13.33) 26 (17.33) 13 (18.31) 10 (9.62) 11 (15.49) 14 (17.07) 6 (7.32)

(한)의사 44 (3.71) 20 (3.14) 9 (6.21) 10 (3.92) 5 (3.33) 1 (1.41) 4 (3.85) 2 (2.82) 4 (4.88) 0 (0.00)

직원 359 (30.27) 199 (31.29) 31 (21.38) 89 (34.90) 40 (26.67) 19 (26.76) 38 (36.54) 13 (18.31) 17 (20.73) 18 (21.95)

조합원 446 (37.61) 222 (34.91) 49 (33.79) 106 (41.57) 69 (46.00) 30 (42.25) 36 (34.62) 28 (39.44) 43 (52.44) 34 (41.46)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안함 15 (25.42) 25 (25.77) 13 (15.12) 6 (7.59) 14 (19.72) 2 (1.90) 8 (12.50) 6 (8.82) 14 (19.18) 12 (16.22)

스스로 9 (15.25) 10 (10.31) 17 (19.77) 8 (10.13) 2 (2.82) 13 (12.38) 4 (6.25) 12 (17.65) 8 (10.96) 16 (21.62)

(한)의사 2 (3.39) 3 (3.09) 3 (3.49) 6 (7.59) 6 (8.45) 3 (2.86) 1 (1.56) 1 (1.47) 1 (1.37) 7 (9.46)

직원 15 (25.42) 31 (31.96) 28 (32.56) 26 (32.91) 27 (38.03) 44 (41.90) 29 (45.31) 23 (33.82) 13 (17.81) 18 (24.32)

조합원 18 (30.51) 28 (28.87) 25 (29.07) 33 (41.77) 22 (30.99) 43 (40.95) 22 (34.38) 26 (38.24 37 (50.68) 21 (28.38)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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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원과의 의사소통 만족도(100점)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홍성우리마을 74 91.81 11.38 62.50 100

2 느티나무 71 84.07 15.27 43.75 100

3 마포 71 81.07 17.07 50.00 100

4 원주 71 80.55 16.55 25.00 100

5 수원 59 78.71 15.27 43.75 100

6 살림 82 78.13 15.59 25.00 100

7 함께걸음 68 77.02 19.63 0.00 100

8 인천평화 105 75.71 17.58 12.50 100

9 시흥희망 97 75.26 20.88 37.50 100

10 전주 64 74.71 19.59 0.00 100

11 민들레 104 74.22 18.26 0.00 100

12 안성 79 71.99 16.68 50.00 100

13 안산 86 70.71 25.28 0.00 100

14 성남 82 67.84 17.84 25.00 100

15 행복한마을 73 66.61 19.10 0.00 100

16 전체 1,186 76.28 19.01 0.0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73.38 19.91 0.0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86.55 15.37 50.0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76.89 17.28 12.50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77.63 17.49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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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료협동조합의 의사가 주치의라는 인식(3점)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홍성우리마을 74 2.93 0.25 2 3

2 수원 59 2.73 0.67 0 3

3 살림 82 2.67 0.83 0 3

4 느티나무 71 2.51 0.97 0 3

5 인천평화 105 2.40 1.02 0 3

6 원주 71 2.39 1.06 0 3

7 안성 79 2.28 1.11 0 3

8 민들레 104 2.19 1.25 0 3

9 안산 86 2.14 1.23 0 3

10 마포 71 1.97 1.26 0 3

11 전주 64 1.97 1.23 0 3

12 시흥희망 97 1.95 1.24 0 3

13 함께걸음 68 1.76 1.33 0 3

14 행복한마을 73 1.58 1.32 0 3

15 성남 82 1.48 1.37 0 3

16 전체 1,186 2.19 1.19 0 3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2.03 1.26 0 3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2.46 1.02 0 3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2.39 1.03 0 3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2.26 1.17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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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의사와 관계를 유지한 기간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안성 79 7.49 7.10 0.25 24.58

2 민들레 104 6.77 5.13 0.25 16.42

3 수원 59 4.23 2.89 0.25 9.83

4 살림 82 3.76 2.56 0.08 8.33

5 원주 71 3.56 2.22 0.17 10.17

6 마포 71 3.56 1.66 0.17 6.58

7 행복한마을 73 3.51 2.01 0.33 6.58

8 안산 86 3.19 2.48 0.17 17.83

9 시흥희망 97 2.98 2.36 0.33 9.83

10 홍성우리마을 74 2.89 0.79 0.58 3.75

11 성남 82 2.59 1.68 0.25 5.00

12 느티나무 71 2.06 0.48 0.25 2.33

13 인천평화 105 1.99 1.74 0.25 16.92

14 함께걸음 68 1.64 0.78 0.08 2.17

15 전주 64 0.66 0.31 0.08 1.00

16 전체 1,186 3.47 3.42 0.08 24.58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3.59 3.29 0.08 17.83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3.22 1.33 0.17 6.58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3.71 4.82 0.25 24.58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2.80 2.23 0.08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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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사와의 의사소통 만족도(100점)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홍성우리마을 74 95.07 8.34 75 100

2 살림 82 92.50 10.95 50 100

3 느티나무 71 90.56 12.58 50 100

4 수원 59 89.07 13.31 50 100

5 민들레 104 86.83 15.56 30 100

6 원주 71 86.62 16.23 25 100

7 마포 71 84.37 15.35 30 100

8 인천평화 105 82.10 17.55 25 100

9 안산 86 80.47 18.94 20 100

10 전주 64 80.31 15.01 50 100

11 안성 79 79.94 16.96 50 100

12 행복한마을 73 79.66 18.40 0 100

13 함께걸음 68 76.99 18.61 25 100

14 성남 82 76.04 16.12 40 100

15 시흥희망 97 75.46 19.35 0 100

16 전체 1,186 83.54 16.96 0 100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81.55 17.49 0 100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89.83 13.36 30 100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83.78 16.63 25 100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85.47 16.76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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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성별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여성 908 (76.56) 478 (75.16) 102 (70.34) 200 (78.43) 128 (85.33) 39 (54.93) 78 (75.00) 54 (76.06) 72 (87.80) 60 (73.17)

남성 278 (23.44) 158 (24.84) 43 (29.66) 55 (21.57) 22 (14.67) 32 (45.07) 26 (25.00) 17 (23.94) 10 (12.20) 22 (26.83)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여성 52 (88.14) 83 (85.57) 75 (87.21) 70 (88.61) 33 (46.48) 91 (86.67) 44 (68.75) 56 (82.35) 53 (72.60) 48 (64.86)

남성 7 (11.86) 14 (14.43) 11 (12.79) 9 (11.39) 38 (53.52) 14 (13.33) 20 (31.25) 12 (17.65) 20 (27.40) 26 (35.14)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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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설문응답 조합원 평균연령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인천평화 105 61.03 9.09 35 84

2 안성 79 53.03 11.87 25 82

3 함께걸음 68 52.79 7.48 30 81

4 시흥희망 97 52.02 11.90 26 78

5 안산 86 51.93 11.34 25 75

6 홍성우리마을 74 50.04 13.63 19 85

7 행복한마을 73 49.15 7.60 29 70

8 느티나무 71 48.70 7.32 29 76

9 민들레 104 48.39 13.34 26 87

10 전주 64 46.77 12.11 22 75

11 원주 71 46.34 10.97 24 69

12 성남 82 45.99 8.28 26 64

13 수원 59 45.64 7.32 28 64

14 마포 71 43.37 9.78 26 81

15 살림 82 41.48 9.41 19 68

16 전체 1,186 49.50 11.47 19 87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48.55 11.02 22 87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46.77 12.32 19 85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55.12 10.91 25 84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46.61 10.26 19 81



- 215 -

41. 결혼상태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배우자
있음

929 (78.33) 516 (81.13) 112 (77.24) 208 (81.57) 93 (62.00) 60 (84.51) 88 (84.62) 52 (73.24) 39 (47.56) 63 (76.83)

배우자
없음 257 (21.67) 120 (18.87) 33 (22.76) 47 (18.43) 57 (38.00) 11 (15.49) 16 (15.38) 19 (26.76) 43 (52.44) 19 (23.17)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배우자
있음 52 (88.14) 78 (80.41) 76 (88.37) 65 (82.28) 45 (63.38) 83 (79.05) 46 (71.88) 54 (79.41) 68 (93.15) 60 (81.08)

배우자
없음 7 (11.86) 19 (19.59) 10 (11.63) 14 (17.72) 26 (36.62) 22 (20.95) 18 (28.13) 14 (20.59) 5 (6.85) 14 (18.92)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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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수준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고졸
이하

395 (33.31) 204 (32.08) 27 (18.62) 133 (52.16) 31 (20.67) 15 (21.13) 29 (27.88) 5 (7.04) 7 (8.54) 19 (23.17)

대졸
이상

791 (66.69) 432 (67.92) 118 (81.38) 122 (47.84) 119 (79.33) 56 (78.87) 75 (72.12) 66 (92.96) 75 (91.46) 63 (76.83)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고졸
이하 7 (11.86) 56 (57.73) 38 (44.19) 42 (53.16) 18 (25.35) 76 (72.38) 26 (40.63) 24 (35.29) 11 (15.07) 22 (29.73)

대졸
이상 52 (88.14) 41 (42.27) 48 (55.81) 37 (46.84) 53 (74.65) 29 (27.62) 38 (59.38) 44 (64.71) 62 (84.93) 52 (70.27)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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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득수준5)

5) 통계청 2018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분류함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분위 62 (5.23) 27 (4.25) 13 (8.97) 13 (5.10) 9 (6.00) 2 (2.82) 10 (9.62) 0 (0.00) 3 (3.66) 1 (1.22)

2분위 385 (32.46) 176 (27.67) 51 (35.17) 84 (32.94) 74 (49.33) 3 (4.23) 25 (24.04) 18 (25.35) 43 (52.44) 25 (30.49)

3분위 201 (16.95) 104 (16.35) 32 (22.07) 46 (18.04) 19 (12.67) 14 (19.72) 19 (18.27) 17 (23.94) 9 (10.98) 18 (21.95)

4분위 339 (28.58) 210 (33.02) 32 (22.07) 70 (27.45) 27 (18.00) 23 (32.39) 34 (32.69) 25 (35.21) 18 (21.95) 18 (21.95)

5분위 199 (16.78) 119 (18.71) 17 (11.72) 42 (16.47) 21 (14.00) 29 (40.85) 16 (15.38) 11 (15.49) 9 (10.98) 20 (24.39)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분위 0 (0.00) 3 (3.09) 4 (4.65) 5 (6.33) 8 (11.27) 6 (5.71) 1 (1.56) 6 (8.82) 0 (0.00) 13 (17.57)

2분위 12 (20.34) 41 (42.27) 20 (23.26) 23 (29.11) 26 (36.62) 58 (55.24) 18 (28.13) 31 (45.59) 9 (12.33) 33 (44.59)

3분위 8 (13.56) 15 (15.46) 17 (19.77) 17 (21.52) 12 (16.90) 15 (14.29) 9 (14.06) 10 (14.71) 6 (8.22) 15 (20.27)

4분위 25 (42.37) 28 (28.87) 27 (31.40) 25 (31.65) 21 (29.58) 22 (20.95) 19 (29.69) 9 (13.24) 38 (52.05) 7 (9.46)

5분위 14 (23.73) 10 (10.31) 18 (20.93) 9 (11.39) 4 (5.63) 4 (3.81) 17 (26.56) 12 (17.65) 20 (27.40) 6 (8.11)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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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만성질환 개수

협동조합명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인천평화 105 0.73 0.82 0 3

2 홍성우리마을 74 0.54 0.85 0 3

3 함께걸음 68 0.53 0.84 0 3

4 느티나무 71 0.46 0.69 0 3

5 민들레 104 0.46 0.81 0 3

6 원주 71 0.44 0.73 0 3

7 안성 79 0.39 0.67 0 3

8 안산 86 0.30 0.58 0 2

9 살림 82 0.29 0.51 0 2

10 수원 59 0.29 0.56 0 2

11 행복한마을 73 0.26 0.58 0 2

12 시흥희망 97 0.26 0.55 0 2

13 성남 82 0.24 0.53 0 2

14 전주 64 0.20 0.44 0 2

15 마포 71 0.15 0.40 0 2

16 전체 1,186 0.38 0.67 0 3

17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636 0.31 0.62 0 3

18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145 0.35 0.69 0 3

19 지역중심 팀추구형 255 0.55 0.76 0 3

20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150 0.40 0.69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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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관적 건강상태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좋음 537 (45.28) 281 (44.18) 74 (51.03) 116 (45.49) 66 (44.00) 38 (53.52) 52 (50.00) 37 (52.11) 40 (48.78) 28 (34.15)

나쁨 649 (54.72) 355 (55.82) 71 (48.97) 139 (54.51) 84 (56.00) 33 (46.48) 52 (50.00) 34 (47.89) 42 (51.22) 54 (65.85)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좋음 21 (35.59) 50 (51.55) 49 (56.98) 41 (51.90) 26 (36.62) 37 (35.24) 25 (39.06) 26 (38.24) 30 (41.10) 37 (50.00)

나쁨 38 (64.41) 47 (48.45) 37 (43.02) 38 (48.10) 45 (63.38) 68 (64.76) 39 (60.94) 42 (61.76) 43 (58.90) 37 (50.00)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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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조합원 가입 권유 여부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504 (42.50) 288 (45.28) 67 (46.21) 84 (32.94) 65 (43.33) 21 (29.58) 52 (50.00) 40 (56.34) 38 (46.34) 44 (53.66)

있음 682 (57.50) 348 (54.72) 78 (53.79) 171 (67.06) 85 (56.67) 50 (70.42) 52 (50.00) 31 (43.66) 44 (53.66) 38 (46.34)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19 (32.20) 44 (45.36) 25 (29.07) 29 (36.71) 38 (53.52) 34 (32.38) 28 (43.75) 27 (39.71) 38 (52.05) 27 (36.49)

있음 40 (67.80) 53 (54.64) 61 (70.93) 50 (63.29) 33 (46.48) 71 (67.62) 36 (56.25) 41 (60.29) 35 (47.95) 47 (63.51)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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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증좌 여부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있음 625 (52.70) 353 (55.50) 88 (60.69) 126 (49.41) 58 (38.67) 30 (42.25) 48 (46.15) 52 (73.24) 36 (43.90) 56 (68.29)

없음 561 (47.30) 283 (44.50) 57 (39.31) 129 (50.59) 92 (61.33) 41 (57.75) 56 (53.85) 19 (26.76) 46 (56.10) 26 (31.71)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있음 33 (55.93) 47 (48.45) 47 (54.65) 55 (69.62) 46 (64.79) 41 (39.05) 42 (65.63) 22 (32.35) 34 (46.58) 36 (48.65)

없음 26 (44.07) 50 (51.55) 39 (45.35) 24 (30.38) 25 (35.21) 64 (60.95) 22 (34.38) 46 (67.65) 39 (53.42) 38 (51.35)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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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의사 상담에 대한 순응도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낮음 285 (24.03) 176 (27.67) 21 (14.48) 59 (23.14) 29 (19.33) 19 (26.76) 30 (28.85) 11 (15.49) 13 (15.85) 32 (39.02)

높음 901 (75.97) 460 (72.33) 124 (85.52) 196 (76.86) 121 (80.67) 52 (73.24) 74 (71.15) 60 (84.51) 69 (84.15) 50 (60.98)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낮음 10 (16.95) 26 (26.80) 18 (20.93) 17 (21.52) 18 (25.35) 23 (21.90) 21 (32.81) 16 (23.53) 21 (28.77) 10 (13.51)

높음 49 (83.05) 71 (73.20) 68 (79.07) 62 (78.48) 53 (74.65) 82 (78.10) 43 (67.19) 52 (76.47) 52 (71.23) 64 (86.49)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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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생활습관 변화 여부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388 (32.72) 216 (33.96) 61 (42.07) 75 (29.41) 36 (24.00) 31 (43.66) 34 (32.69) 40 (56.34) 12 (14.63) 36 (43.90)

있음 798 (67.28) 420 (66.04) 84 (57.93) 180 (70.59) 114 (76.00) 40 (56.34) 70 (67.31) 31 (43.66) 70 (85.37) 46 (56.10)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없음 8 (13.56) 35 (36.08) 30 (27.85) 22 (27.85) 23 (32.39) 22 (20.95) 23 (35.94) 24 (35.29) 27 (36.99) 51 (28.38)

있음 51 (86.44) 62 (63.92) 56 (72.15) 57 (72.15) 48 (67.61) 83 (79.05) 41 (64.06) 44 (64.71) 46 (63.01) 53 (71.62)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 224 -

50. 의료협동조합이 건강에 도움이 된 정도

전체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정체성중심
의사중심형

지역중심
팀추구형

정체성중심
팀추구형

느티나무 민들레 마포 살림 성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낮음 191 (16.10) 126 (19.81) 12 (8.28) 39 (15.29) 14 (9.33) 13 (18.31) 15 (14.42) 9 (12.68) 3 (3.66) 24 (29.27)

높음 995 (83.90) 510 (80.19) 133 (91.72) 216 (84.71) 136 (90.67) 58 (81.69) 89 (85.58) 62 (87.32) 79 (96.34) 58 (70.73)

계 1,186 (100) 636 (100) 145 (100) 255 (100) 150 (100) 71 (100) 104 (100) 71 (100) 82 (100) 82 (100)

수원 시흥희망 안산 안성 원주 인천평화 전주 함께걸음 행복한마을 홍성우리마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낮음 1 (1.69) 29 (29.90) 19 (22.09) 9 (11.39) 8 (11.27) 17 (16.19) 13 (20.31) 11 (16.18) 17 (23.29) 3 (4.05)

높음 58 (98.31) 68 (70.10) 67 (77.91) 70 (88.61) 63 (88.73) 88 (83.81) 51 (79.69) 57 (83.82) 56 (76.71) 71 (95.95)

계 59 (100) 97 (100) 86 (100) 79 (100) 71 (100) 105 (100) 64 (100) 68 (100) 73 (100)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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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in Korean health cooperatives

-Possibilities of collaboration between

health promotion and primary care-

Kwang-Myo Kim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aboration between health promotion and primary care is

necessary for a more effective primary care system to impro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as chronic diseases generate health

problems that are relevant for both sectors. 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COPC) is defined as “the provision of primary care

services to a defined community, coupled with systematic efforts to

identify and address the major health problems of that community

through effective modifications in both the primary care services and

other appropriate community health programs.” Thus, COPC is a

model of health care service that tightly collaborates health promotion

and primar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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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ooperatives are voluntarily established organizations set up

by community residents to address their own health issu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Health facilities in health

cooperatives consist of primary care clinics and health-promotion

element because they aim to empower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erms of their health. Korean health cooperatives were rated as a

model of COPC in Korea by that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mixed methods sequential explanatory study

was to understand what impacted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health

and primary care in Korean health cooperatives. Firstly, in the

quantitative phase of the study, the research questions focused on

identifying the organizational factors that affected COPC. Data were

collected in the second half of 2018 from 15 health cooperatives. The

total sample of 1,186 individuals aged 19 or above answered 30

question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set of questions: 1)

forms of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s in cooperatives, 2) the

Primary Care Assessment Tool, and 3) current health states and

changes in health conditions after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 With

the gathered data, this study carried out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ed COPC. As a result, Cooperatives

with the health-promotion element showed higher evaluation on

primary care. was conducted

Secondly, in the qualitative phase, four case studie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key informants and the maximal variation principle,

explored the results from the statistical tests in greater depth using

the contexts of COPC. The data collection included multiple sources.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nvolved in-depth interviews

with 28 participants from 11 health cooperatives in the first half of

2020. The interview sample included managers and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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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ealth promotion and primary care. A purposive sampling approach

was applied to ensure representation across roles and sectors. Five

themes emerged in the thematic analysis of each case and across the

cases: the current status of collaboration, the members’ understanding

of collaboration, organizational barriers, systemic barriers, and

socio-environmental barrier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hases were

integrated while interpreting the outcomes of the entire study. First,

the most common type of integration was the coordination between

clinical services and health counseling, especially for chronic patients.

Also, applying population perspective on clinical practice has been

identified in the study. However, identifying and addressing

community health problems as well as community health promotion

were not found in the study. Second, health cooperatives with the

health-promotion element were more likely to value the quality of

primary care, and it could also be identified in the fact that the

predominant type of collaboration was the coordination between

clinical services and health counseling. Third, the collaboration was

hindered when the members of the collaboration do not share similar

care philosophy or common goals. In order to reach these goals,

leadership was essential. The factors that impeded the collaboration

include: fee-for-service remuneration for physicians, biomedical model

of medical education, cultural dominance of the curative approach, and

public expectations that promote investments in specialized curative

services at the expense of more basic preventive servi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by clinical practices as

well as policy-makers to identify th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between of health promotion and primar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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