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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are Perspectiv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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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medical expenditure worldwide, primary care has been rising as a solution to these. Japan, a representative
aging society which has the most elderly population in the world, also has tried to develop a primary care system and implemented many changes
recently. Based on what authors experienced and observed at the points of care in Japan, we are going to review the primary care system and
training strategy of family medicine in Japan and come up with some suggestions that could apply to Korea.
Keywords: Primary Care; Residency; Japan

서론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며, 일차의료가 발달된 여러 나라의 사례
를 통해 그들의 의료체계와 정책 등을 참고해 왔다.3) 우리나라의 의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이 공통적인 문제점

료체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비슷한 의료보험제도를 공유하고

으로 대두되면서 해결책으로 일차의료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있어 일본 의료체계의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를 위해 각 국가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도 2004

일차의료 발전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 임상의(인턴) 연수 제도를 필수화

본 저자는 각각 일본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원으로서, 그리고 일

하였고, 2018년부터는 “종합진료과 ”라는 일차의료 전문과목을 개설

본 일차의료학회에서 주최하는 한일 가정의학의사 교류 프로그램

하기로 하는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비교적 단기간

을 통하여 실제로 일본 각 지역의 일차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

1

2)

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한국도 일차의료의

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일차의
료 시스템과 교육 전략을 소개하고 일본 일차의료를 통해 배울 만한

기존에 각 학회가 독자적인 기준으로 부여하던 55개의 비공인 전문의 자격증을
일본 전문의기구에서 정비하여 2018년부터 종합진료과를 포함한 19개 전문과목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기존 가정의학과 수련 프로그램은 여
러 학회 및 기관에서 부여하던 것을 2007년부터 일본 가정의학회를 거쳐, 2010년
이후로는 일본 일차의료연합회(Japan Primary Care Association, JPCA)가 통합 관리
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총 673명의 가정의학 전문의가 배출, 367개 수련프로그램
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진료과 전문의로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일본
전문의기구에 의한 수련 프로그램의 인정이 필요하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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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보험법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잘 연계하여
5개 요소(의료·요양·예방·주거·생활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1. 일본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동향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추진을 명시 하였다.6) 각 시·정·촌

1) 단골 의사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개정

과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

따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되고 중학교 하나가 포함

省)에서는 2년 마다 진료보수 점수표의 개정을 하고 있으며 이 점수

하는 권역, 즉 30분 이내의 구역 내 허브를 구축하여 거주지를 중심

표 개정을 통해 목표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행태를 변화시

으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키고자 한다. 2016년 핵심 개정내용은 외래의 기능 분화로 진료소는

역할의 중심에는 각 지역 마다 지역포괄지원센터가 핵심 역할을 하

단골의사 기능 역할을, 대형병원은 전문적인 진료를 하면서 유기적

고 있다(Figure 1).

으로 상호 연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4)

한편, 일본의 지역의사회도 지역의료 제휴실을 설치하여 종합 상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가 항목인 지역포괄진료비는 200병상 미만

담 창구로서 방문 약사와의 연계, 재택 의료 지역 자원 지도, 지역 자

의 병원 혹은 진료소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원 조사, 시설 수용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7) 다양한 시설과 직종

이상지질혈증, 치매 중 2개 이상(의증은 제외)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

간 환자 정보의 교류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지원하는

게 단골 의사가 2가지 이상의 해당 질환에 대해 요양 지도, 복약관리,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진료소 의사들이 지역포

건강관리, 개호보험 상담, 재택의료 제공과 24시간 대응 등을 제공

괄케어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재택의료서비스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다.4) 한편, 일본의 생활습관병지도관리료는

제공이 활성화 되면서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비용에 증가 및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요양계획서를 작성하고 치

요양시설 부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와 남은 여생을 집에서 보내

료계획에 따라 운동, 영양,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에 대한 종합적인

고 싶어 하는 고령자들의 바램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재택의료서

지도와 치료를 할 경우 2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진료소에서 월 1회 산

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수가 및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하였

정할 수 있다. 일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의 효

고 이에 일차의료의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본의 생활습관병지도관리료와 같은 포괄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노인요양비에 대한

적 관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만성질환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관리에 필수적인 생활습관 상담 및 환자 교육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5)

인정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에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팀이 구축되어 있
으나, 주로 병원 비용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

2)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 보험을 도입 하였고, 2012년 개정된 개호

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연계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약물

Figure 1. Community Integrated Care
System.
Source: Nagaya Y, Alipio A. Health care
for elderly people in rural japan: review
of issues and analysis. J Nurs Care
2017;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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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이 아니라 사회적 요소(social determinants)를 포함한 여러 복합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교수진과 지도의사들끼리는 격주로 화상 회

적인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본의 포괄케어시스

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상태나, 수련 과정 등을 확인한다. 매월 한 번

템과 같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

은 한 지역에 모여 월례 포럼을 개최하며, 증례 토론, 주제 강의, Cine-

질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meducation2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때 화상 컨퍼런스나, 월례
포럼에는 각 지역 지도의사들도 참여함으로써 교육을 제공하기도

2. 가정의학 교육을 통한 일차의료 역량 강화

하고 받기도 한다.

현재 일본 일차의료연합학회(JPCA)에서는 가정의학 전문의 수련
과정 중 6개월 이상의 지역 일차의료 기관에서의 연수를 지정하고

3) 전공의 자격 심사 전략

있다. 각 지역 일차의료 기관은 5% 이상의 학동기 이하 환자, 10% 이

전공의 자격 심사 과정은 임상 능력 평가 시험, 필기 시험과 더불

상의 후기 고령자 진료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하며, 수련 기간 동안

어 18개의 증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

에는 흔한 질환, 생활 습관 질환, 노인 케어, 환자교육, 심리 사회 문제

다. 각각은 다양한 임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대응, 포괄적 관리, 지속 치료, 가족 지향적 관리와 방문 진료, 지역

적용한 증례, 가족 중심 진료, 행동 치료, 예방 등 가정의학 전문의로

보건 활동 참여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8) 여기서는 후쿠시마 의

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주제나 교육, 연구, 의사소통 기

과대학 가정의학 수련 과정을 예로 일본의 가정의학 수련 전략을 살

능 등을 보여주는 주제들을 지정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평가 기

펴보겠다.

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10) 이것 역시 깊이 있는 경험과 고찰을
유도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전략 중에 하나

1) 다양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활용 전략

이다.

후쿠시마 의과대학 가정의학과는 후쿠시마 전역에 걸쳐 6개의 기
관을 수련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6개월 또는 12개

한국은 일정 범위 이상의 퇴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등 양적인 기
준에 의해 수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월 단위로 각 기관을 순환하고, 필요와 관심에 따라 6개 기관 이외의
협력 기관을 통해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수련을 받고 있다. 6개 수련

결어 및 제언

기관은 각각 병원, 또는 의원의 형태로 도시와 농어촌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인구 구조와 질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은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

각 기관은 개인이나 정부 또는 공동 출자를 통해 재정적으로 독립적

보험제도, 의료 인력 및 교육,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턴을 제외한 전공의 급여 역시 각 기관에

등 다각도에서 강화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

서 지급하나, 인력의 파견이나 일정 조정 등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원이 단골의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은 전문적인 진료에

9)

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가 항목을 개정하고 환자 상담, 교육에도 수가

한국의 가정의학수련은 지정된 수련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일차

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

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수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단, 최대 6개

업에서 처음으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였으나 아직 확

월까지 선택적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파견하여 수련할

대 도입되고 있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수 있으나, 이 때 수련비용은 모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담, 교육에 대한 하나하나의 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
으나 장기적으로 포괄 관리 형태로 보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수련 전략

급증하는 만성질환의 관리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각 수련 기관은 전공의 진료를 감독하고 기본적인 교육과 관리를

필요하며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일차의료에서 사

담당하는 지도의사들은 일정기간의 교육 과정을 거쳤거나, 여러 경

회적 요소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의 일차의료 의사와

력 등을 통해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인정받은 의사들이다.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일차의료

의과대학에 속한 교수진들도 매주 각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정의학 교과서 리뷰, 저널 리뷰, 외래 환자의 비디오 리뷰, 증례 토

일본의 일차의료 전문의 수련 사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일차

의 등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상 시스템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는데, 매주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주제로 전체 화상
Korean J Fam Pract. 2019;9(3):3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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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질 관리에 성공한
전략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가정의학 수련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 역시 연구를 통해 증명
되어왔으며11-13)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14,15) 그 전략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수
가를 신설함으로써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노
력이 필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일차의료기
관이 교육 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주체로 참여하고, 전공의
급여를 일차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운영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은 지식 공유를 통한 진료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 병원
을 통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공의 역시 지역사
회 수련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전공의 자격 심사 역시 양적인 입원,
외래 환자수를 확인하기 보다 질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통적
인 교육목표를 충족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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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이 증가하면서 일차
의료 역할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는 일차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으며, 최근 많
은 변화를 이룬 상태이다. 본지에서는 일본에서의 저자의 경험과 관
찰한 것들을 기반으로 일본 일차의료 체계 및 가정의학 수련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적용할 만한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중심단어: 일차의료; 전공의수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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