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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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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supportive systems for medically-
underserved areas
Sun Mi Lim, PhD · Kye hyun Kim,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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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order to encourage physicians to work in medically-underserved areas, it is imperative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and appropriate supportive systems.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medically-underserved 
areas in Korea is welestablished with reasonable criteria and that the budget an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manpower support are effective.
Current Concepts: Some recommendations may be needed to expand the supportive policy for medically-
underserved areas. First, the selection criteria for medically-underserved areas should be revised and the 
evaluation index improved. Second, it is imperative to secure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by containing overall 
contents on the definition, criteria, designation procedure, and support matters of medically-underserved area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This consistency may designate and support 
medically-underserved area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ype through health care resources distribution and 
condition at the national level. Third, an integrated regional medical service plan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 inter-medical institution cooperation system, effort, and cooperation among parties having 
diverse interests. Fourth,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medical personnel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Fifth, the introduction of untact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governmental support to the 
area having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 is needed.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new supportive measures and models for 
physicians to continue working in medically-underserv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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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측면의 중요한 

과제이나 의료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

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

은 문제이다. 지역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정책의 가장 

핵심은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의사 풀(pool)을 최대화할 전략

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법률상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연구자마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며 선정기준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Park 등[1]은 의료 취약지역이 주로 농어촌 등 도시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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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희소한 의료자원의 배치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이라고 정의하였고, Moon 등[2]은 의료 취약지역은 보건의

료자원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고 양질의 의료이용이 충족되

지 못해 건강수준 및 건강결과가 낮은 지역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후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한 지역보건취약지역 종합점수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3],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 취

약지역 개념은 의료자원 배치현황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수

준별 접근성 현황을 조사하여 적용하고 있다[4].

국외에서도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용어보다도 주로 under- 

served areas (취약지역) 혹은 rural and remote areas (시

골 및 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정책 지원내

용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 취약지역을 의료인 

부족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HPSA)이라

고 지칭하며, 보건의료정책 지원내용에 따라 지역·인구·

시설별로 세분화한다[5]. 호주는 영토의 취약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때 보건의료자원을 기

준으로 한 의료 취약지역 구분은 하지 않고, 전문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구분한다[6]. 일본은 인구 

5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 반경 4 km 이내 의료기관

이 없고,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을 무의촌으

로 정의하고, 후생노동성에서 5년마다 전국 무의촌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7].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관

한 통일된 개념 및 정의는 부재하나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 의료자원이 열악한 지역이나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벽지를 일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의료 취약지역 정의를 각각 지원제도

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의했기 때문에 정책 간 조화 및 일

관성이 없어 지금까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의료 취약지역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

은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 2015년에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를 15만 명 미만 지

역으로 지정했다가 2017년 3월에는 기존의 기준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

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로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의료 취

약지역 지정기준이 인구수에서 시간 중심으로 변경했던 것

은 의료기관 접근성을 기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어

려운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도달 시간은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 적용 변

경 시에 기존 취약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였고 지

역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분야 의

료 취약지역 지정기준을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 km 이상

인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 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

의하였다[8]. 기존의 의료 취약지역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

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또 다른 기준이 도입된다면 기존

에 혜택을 받던 취약지역이 제외되거나 새로운 지역의 선

정 등 지역 간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 정립이 타당

한 기준으로 정하여졌는지,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의 

정책방향이 효과가 있는지 현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의료 취약지역 관련 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 취약지역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 현황

국내 의료 취약지역의 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의료자원의 취약 정도와 기준시

간 내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분류하고 지원하

는 제도이며, 둘째,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벽지에 대한 지

원제도, 셋째,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으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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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자원 취약 정도와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제도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

여 의료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의 근

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왔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2,9]. 의료 취약지역 도출은 전국의 250개 

시·군·구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과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ime relevance index, TRI)을 

분석하여 취약지역 등급 A, B, C를 선정한다. A등급 지역은 

접근성 취약 인구비율이 30% 이상이면서 TRI가 30% 미만

인 지역이고, B등급은 접근성 취약 인구비율이 30% 이상이

거나 기준시간 내 TRI가 30% 미만인 지역이지만 A등급 지

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C등급 지역은 의료기관 및 진료

시설이 있는 지역이지만, 농어촌지역, 도서·산간지역 등에 

위치하여 배경 인구, 수요가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사용된 접근성, 의료이

용 기준이 매년 변동되면 이에 따라 기존 취약지역이 제외되

거나 새로운 지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의료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에서 2018년 A등급으로 도출된 26개 

지역 중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3개 지역(강원 정선, 전남 완

도, 경북 영덕)을 제외하고 23개 지역을 소아청소년과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 모든 지원이 제공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선정되어 지원 

받아 오던 7개 지역에 새롭게 1개 지역(충남 태안)이 추가된 

상황이다. 전문분야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나 소아청소년과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시설장비

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병원 1개소당 약 317백만 원을 지

원하고 있다[10].

또한 응급 취약지역 지원과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도 별

도로 시행 중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취약

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응급의

료기금으로 매년 2-4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응

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받을 수 있다. 현재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외래 산부인과 지

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각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벽지에 대한 지원제도

이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등

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벽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4항과 관련하여 총 58개군이 지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된 지역이 없다(Suppl. 

1).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벽지 근무 의료인의 실비 변

상적 급여에 대해 비과세하여 벽지의 의료인 공급을 유지하

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피고용자 신분의 의

료인만 해당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개원의사)는 해

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상

한에 대한 비과세는 벽지로 의료인을 유인 및 유지하는 요인

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9]. 또한 제도의 대상

이 되는 지역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해서 확정되었다고 하나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

료원(2017)에서 수행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서 도

출한 분야별 의료 취약지역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 지원 현황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은 지원제도 간 시너지를 얻을 수 없고 지역 간 형평

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

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들은 지역 및 전문

의 수련여부에 따라 차등한 의료업무 수당을 받는다. 그러

나 이 제도는 근무기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

이 있다. 다른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기

간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직렬의 

경우 근속기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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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의료 취약지역 지원정책

의료 취약지역으로 의사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의 재정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의사가 그 지역을 선택 후 

지속하여 근무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각 국가별로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으며, 여러 형태가 결합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

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의사인력을 지역에 

유입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정책 방안들

을 정리해 보았다.

미국의 의료 취약지역은 HPSA라 지칭하며, 의료인의 부

족 정도와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을 

지정한다. HPSA 목록은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332항 1조 (A)에 의거하여 보건자원 및 서비

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매년 갱신한다. HPSA는 보건의료정책 지원내용에 따라 지

역, 인구,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일

차 의료인은 HPSA의 4가지 기준인 인구 대 의사비율, 연방

빈곤수준 100% 미만 인구비율, 영아건강지표, HPSA 지정

지역 밖에서 가장 근접한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시간 및 

거리를 근거로 점수(0-25점)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지역

별 HPSA 의사 수는 인구 대 일차 의료 의사비율 기준이 

3,500:1이다[5]. 의료인이 HPSA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및 일반의학

과를 전공한 전문의여야 하고, 주당 40시간 이상 진료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HPSA 인센티브 비율은 해당하는 의료서비

스 총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11].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진료 환경을 만

들고 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은퇴직전 또는 경력기간 

동안 의사들이 취약지역에 지속할 수 있도록 임금 외에 일회

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의 경력에 따라 임금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방식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Northern and Rural 

Recruitment and Retention Initiative는 농촌지역에서 개

업을 할 수 있도록 Canadian dollar 80,000-117,600 (약 

7,100만 원-1억 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12]. 또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Rural Retention Program (RRP) 

조건 내에서 매년 지급되는 고정된 보너스가 있으며, 앨버

타 주는 근속기간(1-5년, 6-15년, 16-25년 및 26년 이상)

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RRP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

로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RRP의 지원

조건에 필요한 요소에는 해당 지역의 일정 거리 내에 전문

의 수와 일반의 수를 고려하고 주요 지역의 의료커뮤니티로

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의사를 고려하며 지역사회의 규

모(인구 수 등 소규모 지역에 더 높은 점수 부여), 농촌지역

을 고려한 지역의 위도와 지리적 정보를 계산하여 점수를 산

정한다[13].

호주는 의료 취약지역을 벽지 및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

역의 취약 정도로 구분하고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지는 지역(district of workforce shortage)으로 분류되는

데, 호주의 통계 지리적 특성에 따른 Remoteness Area 5 

(very remote), Remoteness Area 3(outer regional)로 분류

된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된다. 1973년 호주 건강보

험법(Health Insurance Act, 19AB)의 적용을 받는 전문의

는 district of workforce shortage로 분류된 곳에서 일정기

간 근무해야 메디케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차 의료인은 

배치우선지역(distribution priority area)에서 근무해야 지

원 받게 된다[14]. 호주의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프

로그램(General Practice Rural Incentives Program)은 벽

지 및 농촌지역에서 일차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었으나, 2015년 7월 1일 이후 

모나쉬 모델(Modified Monash Model)로 변경되었다. 모나

쉬 모델의 분류체계는 호주의 지리적 고립지역(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Remoteness Area)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6]. 2019년 호주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

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간호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합한 Workforce Incentive Program (WIP)을 도입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모나쉬 모델에 대한 

분류기준도 일부 개정되었다(Suppl. 2) [15]. 호주의 WIP를 

살펴보면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분기(quart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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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레벨(year level)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되며, 중앙 

지급방식(Central Payment System, CPS)과 유동적 지급

방식(Flexible Payment System)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CPS는 호주 내 의료 취약지역

과 같은 특정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이 메디

케어에 서비스 목록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목록은 Human 

Service에서 심사를 통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료인에

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동적 지급방식은 메

디케어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나 인턴, 레지

던트, CPS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인들 중 일부 

대상자가 포함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WIP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의료인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은 근속레벨 

4번의 승인분기(1분기 3개월)를 인정받을 때마다 한 단계씩 

상승하여 최대 근속레벨 5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에 상응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Suppl. 3) [16].

외국의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한 결과 의

료 취약지역의 정의는 의료자원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지역

적 환경과 의사 수, 지역의 환자 유형별 유출입, 인구규모 등

을 고려하여 정의함을 알 수 있었고, 각 국가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현행 의료 취약지역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1)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현행 법률 중 의료 취약지역의 지정과 지원을 위한 가장 

명확한 법률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

법(이하 농어촌복지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

공보건의료법)」 등이 있다.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

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80년 12월에 

제정된 법으로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보건진료

소 설치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다. 농어촌복지법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04년 1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

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민간의료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 취약지 지

정과 지원을 위한 가장 명확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법인데, 

이 법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지정(제12조), 취약지 거점의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제13조), 동법 시행규칙에 의료 취약

지역 지정 절차(제8조,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응급 취약지역 지원

과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도 별도로 시행 중이다. 응급의료

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매년 2-4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받을 수 있다. 현재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분만 산

부인과 지원, 외래 산부인과 지원,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각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다만 분만 취약지역 관련 규정은 명

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복지법에서도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지정,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계 필

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즉 응

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한 내용은 중복 규정되어 있고, 일

부 분만, 산부인과 취약지 지원 관련 내용은 그 근거가 명확

하지 않다. 따라서 법 체계상 의료 취약지 지정, 세부 방법 

등은 상위 특별법에서 규정하거나 일부 개별법에 담아야 한

다면 중복된 내용들은 법체계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의 문제점

국내 의료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현행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첫 번

째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연구자마다 상이

하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역시 연구마다 

차이가 발생하여 선정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및 정책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 취

약지역은 지역 내 인구가 적고, 발전 잠재력이나 재정 능력

과 같은 경제 구조가 취약하며, 사회, 문화, 교통 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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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이 낙후된 지역으로 잠재적으로 의료 수요가 적다는 특

성을 가진다. 즉,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보건의료자원이 부

족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이용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적시성이 떨어지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서

비스 만족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리적 면적이 크지 않고, KTX 등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

하여 기준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인구비율이 비교적 적다. 반면에 이와 같은 환경여건은 환

자의 타 지역 의료이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17]. 의료 대기시간과 관련한 선행 연구결과를 비교해보

면 의료이용 접근성 및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접근하

는 것은 취약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캐

나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환자의 50% 이상이 전문의를 만

나기 위해 4주 이상 기다려야 하고[18], 미국은 외래진료를 

보기 위해 약 24.1일을 기다리는 반면[19], 우리나라 국민은 

외래진료를 희망하는 날짜에 대부분 받을 수 있으며, 외래진

료를 받기 위해 평균 1.4일 대기한다(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들은 1.3일, 읍·면 지역은 1.6일 대기) [20].

16개국의 도시와 농촌의 의사밀도를 비교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

촌의 의사 수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16개국의 지역별 평균 의

사 수는 도시 4.3명, 농촌 2.8명, 일본이 도시 2.4명, 농촌 

2.3명, 한국은 도시 2.5명, 농촌 1.9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도

시와 농촌 의사 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21]. 또한 의료 취

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근접해 

있지만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22], 우리나라는 지역 읍·면까지 전문의 의

사들이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의 다

양한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는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짧은 편

이고, 도시와 농촌의 의사 수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

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비교해보면 의료의 접근성 문제만을 의료 취약지

역의 기본 요건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underserved areas 혹은 rural 

and remote area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

국은 HPSA라 지칭하고, 지역·인구·시설별로 세분화하여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지원한다[12].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

하게 전문의 및 일반의가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역이

라 판단하고 주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12,13]. 호주

는 벽지 및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체 영토의 취약 정도로 구

분하고 있을 뿐 의료자원을 기준으로 한 의료 취약지 구분

은 아니며, 지역의 취약 정도에 따라 차등적 지원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6]. 일본 역시 의료 취약지의 명확한 정의는 없

고, 후생노동성에서 5년마다 전국의 무의촌 현황을 조사하

여 벽지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

고 있다[7].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 의료 취약지역의 개념 및 지원정책

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제도 및 법률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의료자원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 및 의사 

수, 지역의 환자 유형별 유출입,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도 이러한 지역의 다양

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의료 취약지역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들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이용을 위

한 이동거리, 집에서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의 거리만을 고려

하여 의료 취약지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필요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오

히려 이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소지

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자원 확보 및 배분을 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인력

인데,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양

질의 의료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

내에서 의료 취약지역에 지원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훈련되

어 있지 않다면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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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다양

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도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

외 제도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우

선은 지급 대상과 범위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무직렬공무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직군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

급대상자의 범위가 의무직렬공무원에 해당하는 의료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사는 지역

의 일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파견의사 수

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선정된 일부 지

역 공공의료기관만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지역병원

이 더 많다. 또한 근속기관과 근무지 주변지역의 취약 정도

를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해외국가들과는 달리 우

리나라는 취약지역에서의 근속기간, 주변 환경, 지역근무 이

후 복귀했을 때 승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

가 전혀 없다.

현재 정부가 지역사회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도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제도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다. 지역거점공공

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는 2011년 ‘의료 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 취약지 지

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파견하는 대

학병원 등에 전문의 의료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것

이었다. 현재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

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5명 내

외의 의사들에게 5억 원을 지원했고, 2014년 의료경쟁력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

한 50억 원으로 지원금액이 증원되어 24개 기관이 참여하

고 지원하는 인력도 46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도 29

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인력도 57명 정도에 그치

고 있다[23].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

발하여 양성한 후 지역에 근무하게 하여 지역의료격차를 해

소할 목적으로 최소 2-5년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 근무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는 2019년 20명 정원모집에서 8명 선발에 그치며 지역의료

에 대한 장학의의 관심이나 비전을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국내 의사들의 출신 지역과 현 근무지역의 일치 정도

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 39.8%만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

어 대다수의 의사들이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

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24].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 이외에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

여 지역사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1. 의료 취약지역 선정기준 조정 및 평가지표 개선

의료 취약지역 지정기준을 정의하는 데 있어 종합병원 간 

거리나 시간이 우선순위가 아닌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수(배

경수요인구), 의료이용자, 의료자원(의료시설 및 인력 등), 

입지 등을 고려한 후 해당 지역 환자들의 이용량과 이용패턴

의 지리적 구분을 적절히 분석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기준

을 정하여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된 취약지역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면, 취약지역을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조금 

변경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의료 취약지

역 선정기준의 분석지표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가장 근

접한 의료기관(의원 및 보건소)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및 거

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응급의료기

관은 제외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취약지역의 의

사 수를 조사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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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분만 취약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은 지원이 필수

적이나 이용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환자가 분만을 위해 다른 의료권역·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만율과 같은 평가지표를 사업성과

로 보는 측면은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고, 이를 지원비

용과 연결하여 차등 지원하는 정책은 취약지 의료 지원에 대

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2. 법 개정 측면

현행 법률상 의료 취약지역의 지정과 지원을 위한 내용

은 농어촌의료법, 농어촌복지법, 공공보건의료법 등에 산발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농어촌의료법과 농어촌복지법

은 특별법으로서 공공보건의료법 보다 상위법이나, 그 대상

이 농어촌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공공보건의료법의 경우 공

공보건사업의 대상(제2조)에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되

어 있고, 비록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차

원에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기본 계획과 주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역, 계

층,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제4

조). 그러나 최근까지 공공보건의료법상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기준을 인구 기준에서 응급의료센터(의료기관) 접근

성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의 의료 취약지역 기준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에 혜택을 받던 취약지역이 제외되거나 새로운 

지역의 선정 등 지역 간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

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의료자원의 분포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및 종류에 따라 취약지를 지정하

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의 정의, 기준, 지정 절차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법 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의료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

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의 거점의료기관 외에 취약지역의 민

간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취약지역 환자의 치료뿐만 아

니라 환자관리를 위한 파트너,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원 및 협력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 첫 번

째로 의료 취약지역 내 권역 의료기관과 민간(의원급) 의료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지

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는 이를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소요비용을 보상하거나 의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취약지 의료

인의 벽지수당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는 월 20만 원으로 피

고용자 신분의 의사(봉직의)만 해당되어 개원 의사들을 벽지

로 유입시키는 데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없다. 의료 공급자들

의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요구된다[25,26]. 올

해 10월 제주 서귀포 대정읍에 우리나라 최초 민관협력의원

이 개원할 예정이다[27].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사업은 

국비·지방비 각 50%를 들여 건물 신축과 의료장비 등을 지

원하고 민간 의료인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모델이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향후 운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개

별의원이 공공병원, 지역거점병원 또는 지역의 수련병원 등

과 계약하여 병원의 시설, 수술실, 검사실 등을 이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권역·

지역 의료기관 및 지역주민 참여 등 이해관계가 다른 관계자

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예산지원 포함)을 통한 취약지역

의 통합된 의료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필요과

목을 중심으로 공동개원을 하게 될 경우 임대료 비용을 지자

체에서 일부 지원 받거나 세재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의 도입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자들이 적시

에 편리하고 쉽게 권역 및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받

기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또는 연계체계 등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보건체계를 통합하여 재정

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

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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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의료 취약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행 

인센티브 제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에 다수의 의사가 모

여 함께 공동 운영하는 그룹개원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은 일반의들이 일차 의료팀

을 구성할 때 지역간호사, 조산사 등 보조인원을 정부에서 

고용하여 지원해 준다[28]. 덴마크에서는 간호사 고용비용을 

지원해주고, 캐나다는 공휴일 등 휴진일에 대진의사를 고용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진료 이외 부수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

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

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근속

기간과 지역의 취약수준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덴마크는 의료 취약지역 소

재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다[12].

한편, 60세 이상 의사 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

과 의사들의 62.5%가 은퇴 후 자원봉사 및 재취업을 희망한

다고 응답하였다[29]. 퇴직을 고려하는 의사에게 지역에 따

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거나, 국민연금 등 은퇴연금을 지

급 받으면서도 재취업으로 인한 연봉 및 보험혜택 등도 동시

에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5. 의료 취약지역 비대면진료 도입 및 관련 지원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

은 국가들에서 비대면진료가 급속도로 확산 추세를 보이며, 

우리나라도 한시적이지만 모든 의사·환자에게 전면 허용되

면서 제공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원격의

료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30]. 첫째, 농촌 및 도시지역의 의료인 부

족문제 해결, 둘째, 의료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개인병원 

의사 활동 장려(2019년 조사결과 전공의 중 62%가 봉급의

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12%만이 개인병원 의사가 되기를 희

망함), 셋째, 보건지출 감소(이동이 어려운 환자, 응급환자 

등 환자의 진료절차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이동 비용 감소,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기에 효

과적이라고 판단)를 위해서이다. 프랑스의 ‘2012-2015 보

건국토협정(Pacte territoire sante 2012-2015)’ 12가지 약

조항목 중 원격의료 발전이 포함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목적

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촌 및 도시지

역의 의료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

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의 원격의료 이용은 2020

년 3월 15일 봉쇄령을 시작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봉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해본 환자들의 지속적인 수

요로 여전히 높은 이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격의료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전반적으

로 개인병원 의사들에 의해 원격의료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

됐다[31].

우리나라는 아직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규제가 없으나 의

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지 의사와 현지의

료인(의사, 간호사, 담당공무원)이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협진 1회

당 진료비를 종별 수가 기준에 따라 원격지 의료기관에 보상

하는 형태이다[32]. 향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원격협진과 더불어 의사-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 등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내용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이 논문에서 국내 의료 취약지역의 개념 정립 및 지원제도

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외국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현

행 의료 취약지역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 측면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 지원정책은 각 정책별로 시너지

를 발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

였다. 지역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정책의 핵심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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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가능한 의사 풀을 최대화 할 광범위한 전략을 가지

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젊은 의사인력 

확보 정책이 실패한 사례처럼[33], 단순히 의사 수를 증원한

다고 해서 지역으로 자연스레 의료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의료기관의 책

임으로만 두지 말고 의사들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종사하

기 위한 지원방안 및 지원모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의료 취약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근속

연수와 지역의 취약수준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하

여 근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으로 의사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취업지원,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기관 및 관계자와

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들을 통합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입안 시 주의해야 할 점

은 지역 간 의료이용 접근의 불균형을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의료 생활권, 환자의 요구, 의료 환경의 변

화 등 지역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찾아보기말: 의료 취약지역; 의사; 보건의료정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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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의료 취약지역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정책을 고찰하고 

법 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이 논문

은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간 조화와 일

관성을 도모하고 통합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법 제도적 제

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

적 제언의 내용과 범위가 취약지역 선정 기준, 평가 체계와 의료 

취약지 관리, 의료인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법 개정 방

안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의료 취약지역 관련 제도 개선, 

지원 방안 확대, 의료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정

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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