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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primary care in South Korea. This study’s objective was to define the con-
cept of primary care using a Delphi method.
Methods: Three expert panels were formed, consisting of 16 primary care policy researchers, 45 stakeholders, and 16 primary care 
physicians. Three rounds of voting, using 9-point appropriateness scales, were conducted. The first round involved rating the appro-
priateness of 20 previously established attributes of primary care. In the second round, panelists received a summary of the first-
round results and were asked to once again vote on the 10 undetermined attributes and the provisional definition. The final round 
involved vot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vised definition. The Korean Language Society reviewed the revised definition.
Results: Four core (first-contact care, comprehensiveness, coordination, and longitudinality) and three ancillary (personalized care, 
family and community context, and community base) attributes were selected. The Korean definition of primary care was accom-
plished with all three panel groups arriving at a ‘very good’ level of consensus.
Conclusion: The Korean definition of primary care will provide a framework for evaluating performance of primary care in South Ko-
rea. It will also contribute to resolving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primar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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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차의료가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꾸준하게 축적되어 왔다. 또 일차의료가 전문의료(specialty 
care)와 달리 건강형평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도 있다. 

이는 국가 간 및 국가 안 연구들에서 공히 관찰되는 결과다[1].
흔히 일차의료(primary care)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를 동의어로 취급하지만 이 용어들은 일차수준의료(first-level 
care)의 발전과 형성의 상이한 측면을 나타낸다[2]. 일차보건의료와 
구분되는 일차의료라는 용어는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춘 임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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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일차보건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노력하는 전통적 일차진료(primary medical care)를 의미하

기도 한다[3]. 미국 학술원 의료 분과(Institute of Medicine, IOM)
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두 용어를 
구분한다. 일차보건의료는 위생과 깨끗한 물 공급 같은 공중보건정

책을 포함한다. 일차의료는 개인(personal)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IOM은 일차의료를, 개인 보건의료 필요의 대부분을 해
결하고 환자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

의 맥락에서 진료하는 데 책임을 지는 임상가가 통합적이고 접근성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4].
일차의료를, 보건의료를 조직하는 전략이자 보건의료와 건강을 

뒷받침하는 철학으로 보기도 한다[5]. 일부 보건의료체계들에서는 
일차의료가 요양원 및 재가요양서비스(home care services) 등 광범

위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복잡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보건의료체계들에서는 일차의료가 다른 일차보건

의료활동과 공식 연결이 거의 없다[6]. 이 모든 다양성 때문에 보편
적인 일차의료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7].
일차의료에 관한 보편적 정의가 없다는 점은 가정의학의 발전과 

임상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위기를 경
험한 많은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5년 한국에 가정

의학이 도입된 이후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은 종종 호환되어 온 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학의 역할과 특징에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2004년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 일하는 의사의 7.9%에 불과하였다[8]. 또 모든 의사는 전문 과목

에 관계없이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최초 접촉(first-contact) 의사로

서 진료할 수 있다. 정부 및 공공 부문은 최근까지도 일차의료 발전
에 핵심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일차의료 개념이 
여전히 너무 모호하다[9].
일차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의 가능한 명시적 정의가 필요

하다. 이 연구는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조직함으로써 일차의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
는다.

방  법

이 연구의 계획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1. 패널 선정

한국의 일차의료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 개인을 패널 후보로 선정한 후 이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 다음과 같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응답자들

을 일차의료 연구자, 이해 당사자, 의사 등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일차의료 연구자

지난 5년간 국내 학술지에 일차의료 연구논문을 한 편 이상 발표

한 적이 있는 연구자를 패널 후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먼저 
일차보건의료, 일차의료, 일차진료, 주치의, primary care를 키워드

로 삼아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http://kmbase.medric.or.kr)
를 검색하여 일차의료 연구논문을 찾아내었다. 저자들 중 7명이 이 
연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찾은 논문들의 가치를 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주제와 패널의 연구 분야의 관련성을 10점 척
도로 평가한 후, 2000년 이후 일차의료 연구논문 수를 추가하여 총
점을 구하였다. 총점 순위에 따라 패널 후보를 선정하였다.

2) 이해 당사자

최근 3년간 일차의료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패널 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진이 패널 후보를 
추천하고 합의하에 최종 후보를 선정하였다. 이해 당사자에는 시민

단체 회원, 언론인,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의사협회 또는 
학회의 임원, 보건의료 관리 연구자, 보건의료정책에 조예가 깊은 
대학교수, 간호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그 밖의 보건의료 전문

직이 포함되었다.

3) 의사

일차의료 세팅(setting)에서 진료하고 일차의료 개념에 관한 지식

이 있으며 동료 의사들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패널 후보 자격이 있
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진이 패널 후보를 추천하고 합의하에 최종 
후보를 선정하였다. 모범적 진료와 활동으로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올해의 가정의 상’을 받은 이들을 포함시켰다.

2. 델파이법

패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모

니카 소재 랜드(RAND) 연구소가 개발한 델파이법을 이용하였다

[10] (Figure 1). 델파이법은 익명성, 조절된 되먹임, 통계적 집단반

응(statistical group response)이 특징이다[11]. 대면 상호작용이 없
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참여자들은 설문에 독립적으로 답
한다. 다른 응답자들은 응답결과를 볼 수 있으나 누가 응답한지 알 
수 없다. 여러 차례 설문이 반복되는 동안 조절된 되먹임이 이루어

진다[12].
연구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반응을 수용할 수 있도록 9점 적절성 

척도로 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패널에 참여하지 않은 보건의료 
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다듬었다. 델파이 연구는 세 라운드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 라운드는 준비와 분석기간을 포함하여 완료까

지 6주가 걸렸다.
제1라운드 설문지에는 문헌고찰결과 확인한 스무 가지 일차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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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 즉 최초 접촉(first contact), 접근성(accessibility), 포괄성

(comprehensiveness), 조정성(coordination), 인간관계의 지속성

(longitudinality), 개인적 측면을 돌보는 서비스(personalized care), 
진료의 지속성(continuity of care), 가족 지향성(family context), 지
역사회 맥락(community context), 지역사회 기반(community 
base), 환자비밀 유지(confidentiality), 팀활동(teamwork), 근거바탕

의료(evidence-based medicine), 전인적 진료(holistic care), 문화적 
적응성(cultural competence), 고유한 의사결정과정(specific deci-
sion-making process), 책임성(accountability), 옹호자 역할(advo-
cacy role), IOM 일차의료 정의 중 통합성(integration) 및 WHO 유
럽 연구진의 일차의료 정의 중 통합성 등이 열거되었다[1-5,13-15]. 
또 일차의료 제공자에 관한 두 가지 질문도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하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서 바람직한 일차의료 개념정립

을 위해 일차의료 담당자(들)로 포함시킬 적절한 의료인을 기술하

여 주십시오.’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일차의료 개념정의에 포
함시킬 일차의료 담당자를 지칭하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을 기술해 
주십시오.’였다.
제2라운드에서는 각 속성의 분포점수를 표로 만들어 참여자들

에게 되먹임하였다. 특히 점수의 중간값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제
1라운드조사에서 잠정적인 일차의료 개념정의에 포함시키기에 부
적절하다고 평가된 10가지 속성을 제2라운드조사에서 재평가하였

다. 제3라운드조사에서는 제2라운드 결과를 반영하여 만든 일차의

료 정의수정안을 재평가하고 일차의료 개념정의를 잠정하였다.
합의기준 및 표준은 델파이법을 이용한 앞선 연구[16]와 RAND 

매뉴얼[17]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세 전문가 패널이 모두 ‘매우 상당

한 합의(very good)’ 또는 ‘완전한 합의(perfect)’ 수준에 이르면 수

용 가능한 표준으로 간주하였다(Table 1).

3. 한글학회의 자문

제3라운드조사가 끝난 후 전문가 패널이 만든 정의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다듬었다. 한글학회에 네 

Birth of Korean definition of primary care

The 1st revision

The 2nd revision

The Korean Language Society
consultations

Provisional
definition

The 1st round survey
: evaluating 20 attributes and

choosing primary care providers

The 2nd round survey
: evaluating the provisional definition and
reevaluating after a controlled feedback

The 3rd round survey
: evaluating the 1st revision
after a controlled feedback

Primary care
attributes confirmed
(core and ancillary)

Hot issues
· Word ‘context’
· Word ‘coordination’
· Word ‘health problem’
· No. of sentences

Figure 1. Delphi process used to develop a consensus definition of primary care.

Table 1. Consensus level definitions for the Delphi process in this 
study

Variable Definition*

Level of consensus
   Perfect All responses range from 7 to 9.
   Very good More than 80% of responses range from 7 to 9, and 

more than 80% of responses are within two integers of 
the median (e.g., median is 8, and more than 80% of re-
sponses range from 6 to 9).

   Good More than 50% of responses range from 7 to 9, and 
more than 80% of responses are within two integers of 
the median.

   Some More than 30% of responses range from 7 to 9, and 
more than 80% of responses range from 5 to 9, and 
more than 80% of responses are within two integers of 
the median.

   No All other responses
Criteria for a choice of items
   at each round of survey
   Retained Items on which all three expert panels showed ‘very 

good’ or ‘perfect’ level.
   Deleted Items on which all three expert panels showed ‘some’ or 

‘good’ level.
   Reevaluated Items on which any panel group disagreed with the con-

sensus level.

*Definitions refer to a 9-point Likert scale for responses: inappropriate= 1, 2, and 3; 
equivocal= 4, 5, and 6; appropriate= 7, 8,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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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으로 조언을 구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세 전문가 패널의 점수분포는 빈도분석을 한 후 표로 제시하였

다. 일차의료의 속성과 정의에 대한 각 라운드 간 패널 그룹들의 합
의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윌콕슨 부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AS 
ver. 8.1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이었다.

결  과

총 134명의 패널 후보 중 77명(57.5%)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일차

의료 연구자는 참여를 요청받은 패널 후보 중 16명(72.7%)이, 이해 
당사자는 45명(52.3%)이, 일차의료 의사는 16명(61.5%)이 전문가 
패널에 참여하였다. 패널 구성원 중 52명은 의사(가정의학 26명, 예
방의학 및 의료관리학 14명, 기타 분야 12명)였으며 15명은 박사 학
위 소지자, 4명은 간호사, 6명은 그 밖의 다른 학위 소지자였다.

1. 제1라운드

일차의료 담당자를 지칭하는 가장 함축적인 용어로 선정된 것은 

‘주치의’였다(Table 2). 세 전문가 패널 모두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

성 등 세 가지 속성에 관하여 ‘매우 상당한 합의’ 또는 ‘완전한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Table 3). 이들 속성을 일차의료 개념의 핵심 속성

으로 간주하였다.
문화적 적응성, 옹호자 역할, 전인적 진료 등 다른 세 가지 속성은 

일차의료 개념에서 제외하였다. 세 전문가 패널이 모두 ‘합의 안 됨
(no),’ ‘일부 합의(some),’ ‘상당한 합의(good)’에 이르는 데 그쳤기 때
문이었다. 저자들이 기존 문헌에 소개된 개념을 바탕으로 토의한 
결과, 접근성, 진료의 지속성, IOM의 통합성, WHO 유럽 연구진의 
통합성 등 또 다른 네 가지 속성도 제외하였다. 이 속성들이 다른 속
성과 겹치거나 다른 속성들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었다.

2. 제2라운드

합의 수준 면에서 세 패널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열 가지 속
성을 제2라운드에서 재평가하였다. 제2라운드 이해 당사자 패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속성인 인간관계의 지
속성을 일차의료 개념에 추가하였다. 세 전문가 패널 모두에서 ‘매
우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Table 4). 즉 인간관계의 지속

성이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성 등 제1라운드에서 정한 핵심 속성에 
추가되었다. 개인적 측면을 돌보는 서비스, 가족 및 지역사회 맥락, 
지역사회 기반 등 세 가지 속성은 보완 속성으로 보았다. 전문가 패
널 중 어느 둘이 ‘매우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차의료 
정의 잠정안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 패널만이 ‘매우 상당한 합의’

에 이르지 못하였다.

Table 2. Results of voting from round 1 about most inclusive term for primary care provider

Panel group Total
Terms indicating medical doctor Terms for other health

care workers‡
Primary health

care team Non-respondent
Juchiui* Family physician Other terms†

Researcher 16 (100) 6 (43) 0 (0) 4 (29) 4 (29) 0 (0) 2

Stakeholder 45 (100) 5 (17) 6 (20) 9 (30) 9 (30) 1 (3) 15

Physician 16 (100) 10 (63) 1 (6) 4 (25) 1 (6) 0 (0) 0

Total 77 (100) 21 (35) 7 (12) 17 (28) 14 (23) 1 (2) 1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 physician who sees patients personally and continues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accountably (15), family/home–juchiui (5), dan-gol-uisa (an easy term for juchiui) (1). †Primary 
care physician (4), primary medical care doctor (4), doctor who owns a private clinic (2), community physician (1), doctor for comprehensive care (1), physician (1), primary care special-
ist physician (1), primary health physician (1). ‡Primary care clinician (4), clinician (1), other clinician: community health (1), family health (1), health (1), regional health (1), regular family 
(1) primary health (1).

Table 3. An example of results of Delphi voting from round 1 about attributes for the Korean definition of primary care (comprehensiveness: 
one of three core attributes determined after rating at the first round survey)*

Panel group Total Round
Inappropriate Equivocal Appropriate

1 2 3 4 5 6 7 8 9

Researcher 16 (100) 1 - - - - - - 5 (31) 4 (25)‡ 7 (44)

Stakeholder† 45 (100) 1 1 (2) 6 (14) 1 (2) 12 (27) 7 (16)‡ 17 (39)

Physician 16 (100) 1 - - - - - - 1 (6) 2 (13) 13 (81)‡

Total 77 (100) - - - 1 (1) 6 (8) 1 (1) 18 (27) 13 (17)‡ 37 (4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ll three groups of panel showed a ‘very good’ or ‘perfect’ level of consensus. †One civic organization member responded as the number 10, ‘unable to answer.’ ‡Means the figure 
that contains a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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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라운드

제2라운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일차의료 개념의 적절

성 평가결과를, 잠정적 일차의료 개념의 적절성 평가결과와 비교하

였다. 세 전문가 패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증가는 없
었다(p>0.05). 그러나 세 전문가 패널 모두 수정한 일차의료 개념

에 대하여 ‘매우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Table 5).

4. 일차의료 개념정의

일차의료 개념을 정의하며 부딪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영
어의 ‘context,’ ‘coordination,’ ‘health problem’에 상응하는 한국

어를 찾는 일이었다. 한글학회와 협의한 결과 이들 표현을 각각 ‘잘 
알고 있는,’ ‘조정,’ ‘건강문제’로 옮기기로 하였다. 또 한글학회는 일
반인이 일차의료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긴 문장 하나보다 짧은 
문장 셋이 더 적절하다고 권고하였다.
연구진이 만든 일차의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를 말한다.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
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문제들을 해결

하는 분야이다. 일차의료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
러 분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고  찰

‘일차(primary)’라는 말을 가장 좁은 의미의 용어, 즉 시간이나 
순서 면에서의 ‘첫째’로 정의한다면 일차의료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의 입구라는 좁은 뜻으로 개념화될 것이다. 여기에서 일차의료 제
공자들은 다음 단계의 진료를 받도록 환자들을 분류하는 기능만

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일차’를 더 폭넓은 용어들, 즉 ‘주된(chief),’ 

‘주요한(principal),’ ‘가장 중요한(main)’ 등으로 정의한다면 일차의

료는 보건의료의 중심이자 핵심으로 개념화될 것이다[4]. 전문의들

이 과잉 배출되고 민간병원 부문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는 일차의료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다[9,18]. 이 때문에 연구진은 한
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일
차의료의 정의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일차의료’라는 용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일
차의료는 어떤 임상가들이 제공하는 진료, 일련의 활동, 진료수준

이나 세팅, 일련의 속성,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을 조직하는 전략 등
의 기준을 하나 이상 사용하여 정의된다[4]. 단 하나의 범주로 이 모
든 차원을 포함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일차의료라는 용어를 보통 
세팅만을 기준으로 기술하여 왔다[19].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

서 도출한 정의는 한국 일차의료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 An example of results of Delphi voting from round 1 and 2 about attributes for the Korean definition of primary care (longitudinality: 
the core attribute determined after rating again at the second round survey)

Panel group Total Round
Inappropriate Equivocal Appropriate

p-value*
1 2 3 4 5 6 7 8 9

Researcher† 16 (100) 1 - - - - 2 (13) 0 (0) 6 (40)‡ 1 (7) 6 (40) 0.1719
15 (100) 2 - - - - 1 (7) 0 (0)  4 (27) 1 (7) 9 (60)‡ -

Stakeholder† 45 (100) 1 - - 3 (7) 1 (2) 9 (22) 4 (10) 10 (24)‡ 5 (12) 9 (22) 0.0069
41 (100) 2 - - 1 (2) 1 (2) 3 (7) 2 (5) 18 (44)‡ 7 (17) 9 (22) -

Physician 16 (100) 1 - - - - - 1 (6) 6 (38) 1 (6)‡ 8 (50)‡ 0.6250
16 (100) 2 - - - - - - 6 (38) 1 (6) 9 (56)‡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the last versus the second round survey. †One researcher and four stakeholders were dropped out at the second-round survey. ‡Means the figure that 
contains a median.

Table 5. Results of voting of round 2 and 3 about the Korean definition of primary care

Panel group Total Round
Inappropriate Equivocal Appropriate

p-value*
1 2 3 4 5 6 7 8 9

Researcher 15 (100) 2 3 (20) 0 6 (40)† 6 (40) 0.8652
15 (100) 3 1 (7) 0 0 1 (7) 3 (20) 5 (33)† 5 (33)

Stakeholder‡ 41 (100) 2 1 (2) 2 (5) 1 (2) 1 (2) 1 (2) 15 (37)† 11 (27) 9 (22) 0.2117
39 (100) 3 2 (5) 0 3 (7) 1 (3) 7 (18) 13 (33)† 13 (33)

Physician 16 (100) 2 1 (6) 0 1 (6) 2 (13) 3 (19) 1 (6)† 8 (50)† 0.6250
16 (100) 3 1 (6) 0 3 (19) 4 (25)† 8 (5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the second versus the third round survey. †Means the figure that contains a median. ‡Two stakeholders were dropped out at the third rou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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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의 특징 중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일차의료 
의사(가정의 또는 general practitioner)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구분

이 지니는 문제점은 일차의료의 바람직한 표준(norm)이 가정의의 
임상업무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한 임상업무들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차의료의 기능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9].
한국에서는 모든 의사가 공식적인 일차의료 수련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최초 접촉 의료 제공자가 될 수 있다[9,18]. 1996년 정부는 주
민들이 주치의에게 등록하는 주치의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20]. 이러한 역사를 고려하여 첫 라운드조사 설문지에 
일차의료 담당자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포함시켰다. 주치의가 
일차의료 담당자를 지칭하는 우선적인 용어로 추천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일차의료는 최초 접촉 의료를 전달하는 것으로, 질병 유무와 관

계없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건강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폭넓게 특징지어지고 있
다[21]. 이러한 서술은 최초 접촉, 인간관계의 지속성, 포괄성, 조정

성(또는 통합성) 등 일차의료의 주요 특징들과 일치한다[22,23]. 이 
연구에서 도출한 일차의료 개념은 기능적인 정의로서, 일차의료의 
주요 특징과 동일한 네 가지 핵심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 정의된 일차의료 개념은 세 가지 보완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다듬었다는 점에서 
독특함이 있다. 이 정의는 ‘여러 분야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를 강
조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정의에 가깝다. 반면 임상가-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미국 IOM의 정의와 비슷하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델파이법이 다양한 전

문성을 지닌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패널 구성원을 모으

는 데 다른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존하여야 했다. 데이지 체이닝(dai-
sy chaining)으로 알려진 이 과정은 무리나 파벌(cliques)을 만들 가
능성이 있다[24].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선택 편향(bias)을 줄
이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을 한데 모음으로

써 패널 구성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존경받는 동료의 시각을 그가 속한 집단이 따르는 경향[25]

은 패널 구성을 조정하여 완전히 누그러뜨릴 수 없었을 것이다. 예컨

대 인간관계의 지속성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패널의 제2라
운드 적절성 평가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여러 단계의 
과정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이면서 합의 형성적인 내재적 요소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26].
셋째, 패널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되먹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되먹임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 단계에 걸친 연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불가피하게 탈락한다[24]. 이 연구는 
끝마치는 데 5개월이 걸렸고 탈락률은 9.1%였다.

이 연구에서는 합의에 기초한 일차의료 정의를 도출하였다. 이 정
의가 향후 한국 일차의료 평가에 개념적 명료성을 더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일차의료 평가작업을 더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이 정의에 
바탕을 둔 일차의료 평가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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