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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Family’ for Family-Oriented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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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al philosophy of family medicine is to provide warm-hearted health care to every human being as opposed to the modern subspecialized care
called “inhuman medicine.” One of the strategies to implement this philosophy is comprehensive care. Comprehensive care uses the biopsychosocial
model approach to health problems.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biopsychosocial dimensions is unique to family medicine,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rough subspecialized care. Family-oriented health care is a specific tool to practice comprehensive care based on the
biopsychosocial approach. For family-oriented medical care, the family physician needs to understand “family” from two perspectives: structural and
developmental. From the structural perspective, family is a group of small entities called holons.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family is an
entity that keeps changing and developing through the family life cycle and events. Family-oriented care, in these two contexts, tries to understand
and address the communication and behavior patterns of the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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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사망)의 말이라고 Walsh JJ가 1910년에 소개한 기록도 있다.4)

서론

1846년의 Lancet지에 실려있는 “의술에서 중요한 점은 질병을 치료하
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었다(in the practice of medicine,

포괄적 진료와 가족중심진료

“환자가 무슨 병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보다 환자가 어떤 사람인

the great point was to treat the patient, and not the disease.)”라는 말 역

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at sort of

시, 질병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의료를 중요시하는 의학의 전통

person has a disease than to know what sort of disease a person has).” 히

을 동일하게 강조한다.5)

포크라테스(B.C. 470–360)의 명언으로 널리 알려진 이 말은,1,2) 의사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현대 의학은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

가 ‘한 인간으로서의 환자’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혹자는 이 문

다. 현대 의료의 세분화가 초래하는 ‘의료의 비인간화 및 분절화’라

구가 1904년에 Osler W가 한 말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6,7) ‘인간적인 따뜻한 의학’이라는 아름다운

미 Robinson AR이 1894년에, Plimmer HG가 1899년에 각각 이 말을

진료 철학을 가지고 가정의학 전문의 제도가 태어났다. Figure 1에서

언급한 기록이 있다. 또한 Moxon W (1886년 사망)의 말이라면서

보는 것처럼, 이 진료 철학을 달성하기 위한 가정의학의 주요 진료

Hutchinson W가 1902년에 이 문구를 언급한 바 있으며, Parry CH

전략들은 포괄적인 진료(comprehensive care), 지속적인 진료(co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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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ilosophy and strategies of family medicine.

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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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ons between (A) marital problems, (B) depression, and
(C) health problems.

라는 원인이 남아있는 한 계속 재발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의 순서

nuous care), 조정적인 진료(coordinated care) 등이다.

로, 정신의학 분과에서 먼저 진료한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생물의학

위에서 언급한 가정의학의 주요 진료 전략 중의 하나인 ‘포괄적인

적 분과에 의뢰하여 진료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먼저 실

진료’는 두 가지의 개념을 내포한다. 첫째, 진료의 범위가 포괄적이

시한 정신의학적인 평가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나 불

어야 한다는 개념(comprehensive range of care)으로, 건강 문제의 종

안이 진단되면, 실제로는 환자에게 활동성 십이지장 궤양이 있음에

류를 구별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하

도 생물의학적 평가를 간과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세분화된 현

는 의료 체계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둘

대 의료 체계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만 진료하는 경향이 있

째, 진료의 방식이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개념(comprehensive approach

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환자에

of care)으로, 특정 건강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생물정신사회적 모형

대한 전인적 진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세분화된 의료 체계는

(biopsychosocial model)의 접근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역설적으로 불완전한 의학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생물정신사회적 모형으로 건강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진료 방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

식은 세분화된 의료 체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가정의학만의 독

해야 한다. 올바른 생물정신사회적 모형의 진료는 환자의 생물의학

특한 정체성이다. 세분화된 진료 분과들 간에 이용하는 ‘자문과 의

적인 측면과 정신사회적인 측면을 단계별로 평가하지 말고, 항상 처

뢰’라는 제도는 생물정신사회적 모형의 진료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음부터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진료하는 것이다. 즉 환자

불완전하다. 즉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해 세분화된 의료 체계의 생물

의 생물의학적 측면을 보는 눈과 정신사회적 측면을 보는 눈을 가지

의학적 분과가 먼저 진료한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신의학 분과에

고 두 눈으로 진료해야 한다.9)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순서로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 그

히포크라테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러나 이처럼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문과 의뢰’는 불

한다(What escapes the eyesight is mastered by the eye of the mind).”라

8)

완전한 진료가 될 위험이 많다. 예를 들어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고 하였다.10)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눈을 감고 쳐다보면 시계가 보이

환자에게 먼저 생물의학적 분과에서 위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복

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시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시계는 그 자리

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면, 정신의학 분과에 의

에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눈을 뜨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마

뢰하여 정신사회적인 측면에서 최근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찬가지로 환자는 늘 마음과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진료실에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생물의학적 분과에서 실시한 위내

들어온다. 진료하는 의사가 ‘마음의 눈(eye of the mind)’을 뜨지 않고

시경 검사에서 ‘활동성 단계의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것이 밝혀질

생물의학적 눈으로만 진료한다면 환자의 마음과 삶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생물의학적 분과를 담당하는 의사는 “이것이 원인이었구

다.

나!”하고 다음 단계의 정신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

Figure 2에서 보는 것처럼,11) 의사는 늘 눈앞에 보이는 고혈압, 협

다. 실제로는 환자에게 정신사회적으로 최근의 스트레스라는 원인

심증, 당뇨병, 관절염, 암 등 Figure 2C 라인의 많은 질병들을 진료하

이 있어서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할 가

며, 보다 포괄적인 진료의 눈을 가진 의사는 이러한 질병들의 이면

능성이 많다. 십이지장 궤양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스트레스

에서 원인이 되는 Figure 2B 라인의 비만, 우울증까지 진료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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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포괄적인 진료의 눈을 가진 의사는 비만이나 우울증의 뒤에 숨

걱정 등 가족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Doherty와 Baird12)는 일

어있는 Figure 2A 라인의 부부 갈등이라는 가족 문제까지 본다. 환

상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환자, 가족의 삼각관계 영향을 잘

자의 마음과 삶은 생물의학적 눈(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표현한 바 있다(Figure 3).

다. 환자의 정신사회적 측면, 즉 환자의 마음과 주변 관계는 위에서

가족은 구성원들의 유전적, 생물학적, 정신적 질병들을 유발 또

언급한 히포크라테스의 말대로, 진료하는 의사가 ‘마음의 눈’을 떠

는 악화시키는 한편, 이러한 질병들을 호전시키거나 해결하는 자원

야 보이는 것들이다.

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질병은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붕

포괄적 접근의 진료는 질병 중심(disease-oriented)의 진료에서 환자

괴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가족을 이전보다 더 성장시킬 수도 있

중심(patient-oriented)의 진료로 발전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가족중심

다. 구성원의 질병과 가족은 상호 간에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의 이

(family-oriented)의 진료로 발전한다. 환자의 가장 중요한 정신사회

중적 역할을 주고받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9)

적 관계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즉 가족중심진료는 가정의학의 포괄

환자의 정신사회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괄적 접근의 임상

적 진료 접근이라는 진료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 도구

진료는, 가족뿐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도 고려해야

이며, 의사가 환자의 마음과 삶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다.

한다. 사회의 문화가 개인과 가족의 신념 체계와 삶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이다. 철학적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본성
이 ‘사회적이고 관계적’이라는 동양 문화의 전통적 개념에 비해, 일

본론

반적인 서구 문화의 전통적 개념은 인간의 본성이 ‘개인적이고 독립
적’이라는 관점이다.13,14)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 차이, 즉 동양 문화

1. 가족중심진료를 위한 가족 이해의 두 가지 관점

가정의학의 포괄적 진료 접근 방법은 환자의 주변 관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이 주변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요

의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이 한국 환자들의 마음과 삶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15)

시한다. 환자의 여러 주변 관계 중에 가족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16) 개인 중심적인 인간관을 갖는 서구인

정신사회적 관계로서, 구성원의 질병과 의료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

은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identity)을 갖는다. 자기와 타인의

고받는다. 진료실에서도 환자 개인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가족의

분명한 경계가 있으며, 권리, 독립적 자율성, 개인의 행복 추구와 같

신념체계, 의료진에 대한 가족의 기대, 환자의 증상에 대한 가족의

은 개념이 중요하다. 개인에 우선권이 있으며, 개인의 동기에 의해
성취동기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기 정체성은 자신의 소유, 경험,
성취 등으로 소유를 반영하는 자기의 요소를 중요시한다. 이에 비

Family

해 한국인은 나와 우리가 병합된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identity)을 갖는다. 가족이나 친족을 중심으로, 개인이 집단과
강한 동일시를 이룬다. 자기의 경계가 자기를 넘어 집단으로 투과되
고 확산된다. 의무, 상호 의존성, 개인의 희생과 같은 개념이 중요하
다. 집단에 우선권이 있으며, 가문의 요구에 의해 성취동기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
Doctor

Patient

Figure 3. Triangular nature of patient-family-doctor relations.

다. 자기 정체성은 가족, 이웃 등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된다. 이
러한 ‘자기관’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문화에서는 환자의

Table 1. Differences in self-identity between Western and Korean culture
Variable

242

Western

Korean

Self

Independent

Interdependent

Boundary of ‘I’

Clear

Extended to ‘we’

Motivation

Individual

Family

Priority

Individual

Collective body

Important values

Right, autonomy, individual happiness

Duty, interdependence, individual sacrifice

Identity

One’s own possessions, experiences, and achiev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uch as family, surrounding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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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관계를 고려하는 진료, 특히 가족중심진료가 더욱 필요한 부
분이다.
가족중심진료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Father

가족을 이루는 다양한 소집단들에 초점을 두어 이해하는 구조적

Mother

(structural) 관점과, 시간적으로 가족이라는 체계(system)가 변화를
통해 발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이해하는 발달적(developmental) 관

Outside
world

점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여 정신사회적 측면에서 가족을

Son

정의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 양식과 구조를 전개해나
가는 하나의 자연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17) 가족중심진료를 수

Daughter

Daughter

행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다양한 구조와 시간적(발달적) 변화로
Son

인해 만들어지고 표출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행동
양식(역동)을 이해해야 한다.

Figure 4. Various holons within a family.

2. 구조적 관점: 가족은 다양한 소집단으로 구성된 집단

가족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구조이

이탈되었는지 밀착되었는지, 구성원들 간의 연합, 다양한 경계의 독

며, 소집단들의 기능을 통제하며, 소집단들의 행동 범위를 세우고,

립성, 구성원들의 역할, 신념체계, 자원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다.

소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킨다.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제한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에서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면 하나

을 무시하면 죄책감, 불안, 배척, 비난과 같은 강한 정서적인 결과가

의 습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고, 습관들이 모여 집단의 문화를

초래될 수 있다. 가족은 특정한 특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다. 그런

만든다.

의미에서 가족중심진료에서 시행하는 가족 면담이나 가족 치료는
집단정신치료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1) 개인 홀론(individual holon)

가족 구성원들은 독립적인 개체인 동시에 가족의 일부로서 삶을

가족 내에서 개인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체계에 소

경험하고 느낀다. 즉 가족 내의 소집단들은 독립적인 ‘전체’인 동시에

속된 ‘개인 홀론’이다. 가족 내의 개인은 가족 조직에 의해 행동 범

가족의 ‘부분’이기도 하다. 기존의 언어 ‘whole (전체)’과 ‘part (부분)’

위가 결정된다. 개인의 가능성이 가족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며, 가

라는 단어로는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가진 중간 개체를 지칭하기 어

족에 의해 발휘되기도 한다. 개인 홀론에 대한 가족중심진료의 초

렵기 때문에, 1967년에 Koestler 는 어떤 계급 체계 내에서 중간 수준

점은 가족이 강요하는 속박과 상호의존성(상호보완)의 균형이다.

18)

을 구성하면서 ‘양면성을 지닌 존재(something that is simultaneously a

whole and a part)’를 가리키는 새로운 단어로 ‘홀론(Holon)’을 만들어
냈다. Holon은 그리스어의 ‘holos (전체)’라는 단어와 ‘on (부분)’이라

2) 부부 홀론(spouse holon)

부부는 가족의 시작이다. 배우자 각각은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를
포기하는 대신 소속감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부부 홀론’을 만든다.

는 접미사를 합성한 단어이다.
가족 내의 다양한 소집단들은 각자의 자율성을 지닌 ‘하나의 전
체’인 동시에, 가족의 통제를 받는 ‘가족의 부분’으로서 양면성의 정
체성을 갖는 홀론들이다. 가족 내의 여러 홀론들이 다양한 경계

부부 사이에 확립된 양식이 상대방과 자기를 경험하는 방식을 통제
하며, 확립된 양식으로부터의 이탈은 배신감과 불화를 유발한다.
부부 홀론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외적인 세계를 다루거나 외

17)

( boundary)를 형성하고 다양한 역동(dynamics)을 만들어낸다.

부세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안식처

Figure 4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 내에는 개인, 부부, 부모, 형제, 조부

이다. 부부 홀론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

모 등 많은 홀론들이 있다.

할을 한다. 친밀한 관계, 애정 표현, 스트레스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가족의 역동이란 가족의 다양한 홀론들이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형성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사소통) 양식이다. 가

배려,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아이들이 배우는 본보기가 되며 아
이가 외부 세계와 접촉할 때 가지는 가치관과 기대의 일부가 된다.

족의 역동에는 소집단들의 힘의 분포, 민주적 또는 독재적 규칙, 가

핵가족에서는 부부 홀론이 가족 내에서 유일한 어른 배경으로서

족 체계의 적응성이 경직되었는지 유연한지, 가족 구조의 결합력이

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핵가족에서 부부 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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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중한 짐을 지게 되면 가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들에게 자기 통제와 의사결정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부부 홀론의 경직된 규칙은, 과거의 규칙에 서로를 속박한다. 결국

더 많은 권위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개인의 성장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홀론이 되어
부부 홀론의 해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4) 형제 홀론(sibling holon)

비기능적인 부부 홀론은 병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사용하여 부모-

‘형제 홀론’은 아이들의 첫 번째 동료 집단이다. 아이들은 형제 홀

자녀 연합을 만들며 이때의 자녀는 ‘희생양’이 된다. 희생양 또는

론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즐기고, 공격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을

scapegoat라는 단어는, scapegoat의 ‘떠나는 염소’라는 본래 의미보다

서로에게 배운다. 형제 홀론 속에서 협상하고, 협동하고, 경쟁하는

더 넓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Scapegoat는 ‘scape (달아나다, 벗어나

의사소통 양식을 발전시킨다. 또한 형제 홀론 속에서 친구를 만드는

다)’와 ‘goat (염소)’의 합성어로, 기원전 유대인들의 속죄 의식에서

법, 적을 다루는 법, 승인을 얻는 법을 배운다. 형제 홀론에서의 경

유래한 단어이다. 유대인들이 속죄 의식의 일부로 두 마리의 염소

험이 후에 가족 밖의 동료 집단, 학교 조직, 직장 세계에서 중요하게

(‘수염 달린 소’라는 의미. 한문으로 염우[髥牛] 또는 산양[山羊]으로

된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형제 홀론을 경험할 수 없다. 형제 홀

부름. 한문성경에는 山羊, 즉 염소로 기록됨)를 사용했는데, 한 마

론에 대한 가족중심진료의 초점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며,

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를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게

조직 내에서 개인적 선택과 대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하고 광야로 내보냈다. 두 염소 중에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를 지칭
하는 단어가 ‘scapegoat’ (the goat that goes away)이다.19,20) 현재는 ‘희

3. 발달적 관점: 가족은 계속되는 변화 과정

생양’이나 ‘scapegoat’가 모두 관용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역동

가족은 가족생활주기 및 생활 사건 등으로 내부와 외부로부터

(dynamics) 현상에 대해, 어떤 일에 무관한 존재가 그 일을 대신 짊

변화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는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불균형의

어지거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

상태와 균형의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즉 가족은 정지되어 있는 상

용된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에 대해 외국인들이 ‘염소’의 이미지를

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며 움직이는 상태이다. 균형보다는 불균형

갖는 반면에 한국인들이 ‘양’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히브리어ㆍ영

상태의 기간이 더 많다. 변화 요구에 의해 가족이 직면하는 불균형

어ㆍ한문ㆍ한글의 상호번역과정에서의 변질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상태(이행기)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창조적인 혼란’이

많다.

다.17)

부부 홀론에 대한 가족중심진료의 초점은 부부를 보호하는 경계

가족의 변화 과정을 주도하는 두 가지 축은 발전하려는 경향(변

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경계선이 가족 구조의 생존을 위해 가

화성)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안정성)이다. 가족이 문제를 호소

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척이나 자녀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개입

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항상적 단계(homeostatic phase)를 고수하는

없이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야 한다.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규칙을 고수하려는 것은 변화에 대한
기능적 결함을 야기한다. 발달적 관점으로 가족을 볼 때, 가족중심

3) 부모 홀론(parental holon)

진료의 초점은, 창조적인 혼란을 갖도록 가족을 움직이는 것이다.

‘부모 홀론’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
지, 편 부모, 소년 가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될 수 있다. 부모 홀

1) 부부 형성(couple formation)

론은 아이들의 양육과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아이들을 보호하

이 시기는 부부 홀론의 의사소통 양식의 발달 단계이다. 또한 본

고, 돌보고, 사회화하는 책임이 있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규칙과

가, 친구, 직장, 이웃 등 부부의 중요한 배경들과 새로운 관계를 결정

학교 선택 등 가족의 생존과 관련된 결정을 할 권리를 갖는다.

하는 경계에 대해 협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외부 세계와 중요한 접

부모 홀론은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 홀론을 통해
아이들은, 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 권위를 합리적 또는 독단적

촉을 유지하는 반면, 친밀한 부부 관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신의 욕구가 지지될 것인지 아닌지, 원하

더 복잡한 수준의 안정된 부부 홀론을 갖기 위해서는 고통이 뒤

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 어떤 행동이 보상받

따른다. 서로 다른 각자의 기대와 생활 방식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

고 보상받지 못하는지 등을 배우게 된다.

다. 애정 관련 정보 처리 방법들, 가치관의 공유와 상대방의 동요를

부모 홀론에 대한 가족중심진료의 초점은, 자녀의 성장과 욕구에

느낄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체계 형성에 불가피한 사소한 갈등을 다

따라 부모 홀론이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

루는 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시기에 대한 가족중심진료의 초점

244

www.kjfp.or.kr

Korean J Fam Pract. 2020;10(4):240-247

KJFP

김종성 외. 가족중심진료를 위한 ‘가족’ 이해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은, 서로에게 소속된다는 것이 제한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성장한 자녀가 있는 가족(families with grown children)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출가하면서 가족은 빈 둥지(empty nest)로
진행한다. 자녀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생활방식, 경력, 친구들, 배우
자에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동안 부모 홀론이 중요한

2)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families with young children)

부부 홀론만 있던 가족에게 첫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 부모 홀론,

역할을 했었으나, 다시 부부 홀론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머니-자녀 홀론(mother-child holon), 아버지-자녀 홀론(father-child

대한 가족중심진료의 초점은, 부부 홀론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상

holon) 등 수많은 홀론들이 가족 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부모

실을 다루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성취하지 못했던 가능성의 실현,

홀론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부 홀론은 새로운 과업을 위해 재조직되

축적된 경험, 꿈과 기대를 꺼내어 발전시키는 것이다.

어야 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병원, 학교, 의류, 식료품, 장난감 등 외부 세계와도 새로운 접

결론

촉 및 협상이 필요하다.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성격 요인들을 드

가족중심진료는 포괄적 접근 방식의 진료를 추구하는 가정의학

러내기 때문에 가족이 여기에 적응해야 하며, 가족이 위험에 처할

진료의 핵심이다. 가족중심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표출

수도 있다. 아내는 아이와 관련하여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갈등

하는 의사소통 양식과 행동 양식을 가족의 구조와 변화라는 두 측

들에 직면하며, 남편은 해방되기 위해 움직인다.

면에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

이 시기의 가족은 아이에 대한 통제와 양육 모형을 확립해야 한

가정의학 진료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족평가도구들 즉 가계도

다. 가족의 안정과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공간을

( genogram),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적응력 및 결속력(adapt

제공해주는 통제가 필요하다. 성장을 격려하는 반면, 통제를 유지하

ability and cohesiveness), 가족 기능 환(family function cycle) 등은 이

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때는

러한 관점을 잘 반영하여 만들어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구들이

첫 아이 때 만들어진 모형을 중단하고 새로운 모형으로 수정해야

다.9) 가계도의 경우 가족의 구조적 관점을, 가족생활주기별 발달 과

하며, 형제 홀론이 포함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는 가족의 시간적 변화(발달) 과정을 잘 반영하는 도구이다. 또한

이 시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배우자 중 한 명이 아이와 한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와 가족 기능 환 평가는 가족의 구조와 변화

편이 되는 세대 간 연합을 형성한다. 이 시기의 부모에 대한 가족중

라는 두 측면에서 파생하는 가족의 다양한 역동과 의사소통 양식

심진료의 초점은 아버지를 엄마와 아이 쪽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을 잘 반영한다.

이다. 동시에 부부 각자가 부모 홀론과 부부 홀론에서 분화된 자기

가족중심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진료에서 위에서 언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것도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급한 가족평가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야 하며, 환자면담에

정신사회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기실현(individuation), 즉 페

서도 일반적인 의학 면담기법들을 넘어서 환자의 가족과 주변 관계

르소나(persona, 외적인 인격, 역할)와 함께 내면의 자기(self )를 실현

를 고려하는 면담기법들을 숙지해야 한다.17,22) 또한 이러한 도구들,

하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기법들, 이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대

21)

학자 퇴계 이황(1501–1570)23)은 “밝은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
3)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족(families with adolescents)

도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하며, 천둥소리가 산을 부숴도 귀를 막으면

이미 확립되었던 가족의 의사소통 양상들이 붕괴하는 시기이다.

듣지 못한다.”고 하였다. 늘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고

부모 홀론은 청소년의 능력 증가에 적응해야 하며, 부모 홀론과 자

환자와 가족의 삶을 보고자 하는 의사의 진료철학적 자세가 가장

녀 홀론 사이의 경계(boundary) 수준이 증가한다. 자녀 스스로 외부

중요하다.

세계를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 시기의 자녀

흔히들 가정의학을 일차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학 분야

홀론에게는 가족 밖에 있는 동료 집단이 강한 힘을 발휘하며, 동료

라고 한다. 하지만 가족중심진료는 가정의학으로 하여금 현대의 세

집단은 성 경험, 약물, 알코올, 의복 등 가치관들을 가진 일종의 문

분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4차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도

화를 형성한다. 이 시기에 대한 가족중심진료의 초점은, 새로운 통

한다.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해 여러 세분화된 분과의 3차 진료들을

제 양육 모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율성과 통제 수준의 재협상이

전전하다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가정의학과 진료를 통해 해

다.

결되는 환자가 빈번하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의 세분화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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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불완전한 의료일 수도 있음을 반영하는

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것으로, 가족생활주기 및 생활 사건으로

부분이다. 세분화된 3차 진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를 해

인해 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며 발달하는 것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결한다는 것은 4차 진료이다. 4차 진료에 꼭 필요한 것이 생물의학

것이다. 가족중심진료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이

적인 관점과 정신사회적인 관점을 동시에 가동하는 포괄적 진료 접

루어지는 다양한 의사소통 및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근 방법이다.

다.

가족중심진료를 통한 생물정신사회적 모형의 포괄적인 진료는
세분화된 현대 의료체계에서 가정의학이 꼭 갖추어야 할 진정한 경

중심단어: 가족; 가정의학; 포괄적 진료; 의료; 의사소통

쟁력이자 정체성이다. 종합 검진의 문진실이나 가정의학과 외래의
진료실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난 후 진료실을 나갈 때는 웃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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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진료 분과의 외래에서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곤 한다. 가정의학 교과서에는 ‘임상적 재즈(clinical jazz)’라는 단어
가 있다.24) 재즈는 정형화된 음악이 아니고 상황에 맞는 즉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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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의 마음과 삶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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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가 일상의 진료에서 가족중심진료를 통해 임상적 재즈를
연주하며 ‘인간적인 따뜻한 의학’이라는 가정의학의 진료 철학을 펼

Joo Sung Park, https://orcid.org/0000-0001-7032-5298
Mi Kyeong Oh, https://orcid.org/0000-0003-3602-9588

칠 때, Rakel3)이 말하는 ‘가정의학의 기쁨(the joy of family practice)’
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생물정신사회적 모형
의 진료는 ‘의료의 인간화’, 즉 인간적 의료(personalized care)라는 진
료 철학을 달성하기 위한 진료 전략이며, 그 구체적인 진료 도구가
가족중심진료이다. 인간적 의료는 환자들의 마음과 삶을 다루면서,
한 인격체로서의 환자가 영적인 건강(spiritual health)을 추구하는 것
을 돕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중심진료는 의료인문학이자 의
철학이다.

요약
가정의학의 진료 철학은 인간적인 따뜻한 의학이 되는 것이다. 가정
의학의 진료 철학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진료 전략 중의 하나가 포
괄적 진료(comprehensive care)이다. 포괄적 진료는 건강 문제에 대해
생물정신사회적 모형(biopsychosocial model)의 접근 방식을 요구한
다. 생물정신사회적 모형으로 접근하는 포괄적인 진료는 세분화된
진료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가정의학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다. 가족
중심진료는 생물정신사회적 모형의 포괄적인 진료 접근을 위한 구
체적인 진료 도구이다. 진료실에서 가정의가 가족중심진료를 수행
하기 위해 가족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구조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것으로, 가족 내에 다양한 소집단 즉 홀론
(holon)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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