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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 실태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연구 중심으로-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일차보건의료와 예방적 활동에 대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였다.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정부의 참여는 한계가 있으며, 사각지대는 늘 발생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형태가 등장하였고 추후 경영공시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하여 주민이

스스로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가치와 철학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소모임, 돌봄 및 자원 봉사활동, 건강교육과 같은 주민건강

활동의 운영을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핵심 활동으로 여겨 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 연합회는 이를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직접적인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고립과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피해와 체력 저하, 무력증 등 육체적 피해의

2차 피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활동의

운영과 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관점을 통해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 조합원이 조합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해야

하며, 조합원과 직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조직의 내부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여러 자원을 발굴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에 대해 유 무형적 지원과

실무자의 관리가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성격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유연할 때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였다.



- v -

이를 위해 본고는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참여 조합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대면 활동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합의 핵심가치와 역량

강화를 위해 육성된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경증의 심리상담이나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돌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지원사업의 운영에 있어 유연

성과 자율성을 담보하며, 주민건강활동 수행 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이 보장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보건소와 복지관과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일부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협업하거나 거점 공간 마련

등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

핵심어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소모임, 돌봄활동, 코로나19, 과업전환,

건강자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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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을 매개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거나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이고 주민 주도적이며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는 조직이다.

이 때 지역주민은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의료인과 함께 설립한

의료기관의 운영에 함께한다(송영석, 2009). 또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합원과 주민이 주인으로 활동하도록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예방시스템

구축을 의료인과 함께 주민이 스스로가 보건, 예방체계를 만들어 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건강한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민주

적인 주민조직의 모태로서 역할을 한다(임종한, 2000).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1999년 2월 5일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의료에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다루고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일어나는 의료보험서비스의 단편성이나, 의료비 부담,

이윤 추구적인 의료공급 체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유수현,

2002).

의료패러다임이 과거 치료중심 및 의료진체제의 병원이 아니라 환자와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건강관리에 있어 의료인과 함께 참여하며

지역 내 생활환경에 대해 주체적으로 환경과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형성하였다(김범수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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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생협법에서 의료를 특별히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 탈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3월 22일, 생협법

전부개정을 통해 생협법에 의료에 관한 특별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이 생겨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따라 기존의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

조합보다 주요 기준이 강화되었다(박형욱 등, 2014).

2019년 12월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대유행을 선언하며 일부 국가는 국경을 봉쇄하거나 외출을 금지하는

등 국민들에게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나 자유 의지에 대한 활동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되었다(최병두, 2020).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오타와 헌장에서

이야기한 전통적이고 보호막으로써의 사회가 아니라 위험요인 또는 익명의

사람과 접촉하여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재의미화

되어 ‘사회’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상징이 탄생하였고 이는 사람들에게 사회활동

이나 외부활동에 대한 참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었다(김홍중, 2020).

그동안 진행되었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광묘(2013)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이용 참여와 운영 참여로 구분하고 각각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지연(2015)은 보건의료운동 차원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을 형성

과정, 전개과정, 전환과정으로 구분하여 변화양상과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박혜린(2019)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 파악을 통해 개별활동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양희(2000)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조직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 분석하여 지역사회 조직

사업에 갖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 연구도 있었다. 오춘희(2020)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화 과정에 대해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장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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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의 경우 의료생협 조합원들의 참여동기가 의료기관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건강교육 및 소모임의 참여 등이 의료기관의 이용

만족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화 과정에 대한 방법과

조합원의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들 연구에서 도출된 방법 중 하나인 건강소모임, 돌봄 및 자원 봉사활동,

건강교육(이하 주민건강활동)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비롯된

사회적거리두기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때 주민건강활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활발한 주민건강

활동 운영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의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민건강활동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조합원들이 주민건강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활발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겠다. 본 연구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민건강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 지원함에 있어 발생하는 업무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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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원

들이 주민건강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달라진 환경에 대한 실무자가 경험한 내용

및 조합원의 참여에 대한 조합 실무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료

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 참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는 데 필요한 요인과 논의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유형별 주민건강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주민건강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요인과 지원방안을 파악한다.

셋째, 지원으로 인해 주민건강활동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여 활성화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지역 주민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주민건강

활동과 활성화 방안을 실무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스트라우스와 콜빈(Strauss & Corbin)(19

98)에 다르면 어려 개인의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는 학문인 현상학에서 근거

이론 연구의 목적은 단순 묘사를 넘어 과정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추상적인 분

석의 개념을 발견하는 것으로(Creswell, 2007. 재인용) 글레이저(Glaser)와 스

트라우스는 이론의 잠재적 실험이 없고, 이론의 생성이 없는 경우 일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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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방법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Glaser, Strauss, 1967). 따라

서 본 논문은 실무자의 관찰을 통해 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이라는 실제 영역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념의 형성, 개

발, 및 범주화를 통해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하고 활

성화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틀)�

나. 연구대상자 설정 및 동의

본 연구 대상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민건강활동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가 속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중 안성, 인천평화, 안산, 대전민들레, 함께

걸음(노원),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6개 기관은 설립 후 10년 이상 된 기관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대해 엄격한 규칙은 없지만 동일 그룹의

경우 6명에서 8명의 표본이 적당하며, 다른 그룹인 경우 14명에서 20명이

적당하다. 대부분의 경우 4명에서 40명의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Holloway 등 2010),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 2명에서 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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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또는 연구대상자가 연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충분하다고 하였다(Munha

ll 등 2001). 이에 본 연구자는 기관별로 2인의 연구대상자, 총 12명을 연구

대상자 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의 활동과 이후의 활동의 비교를

위해 위 6개 기관에서 조합원의 건강자조모임(소모임) 활동, 돌봄활동, 자조활동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

람을 대상으로 세평적 사례 선택의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위해 연구의 개요와 예상되는 이익 및 불편,

비밀보장과 참여와 철회의 자발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연구 동의서(과제 승인번호 4-2021-0292)를 작성하였다.

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의 경우 자료수집을 위해 선행연구자료, 소식지 및 정관, 단행본 및

보고서, 언론기사, 총회자료집 등을 활용하였다. 이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의 주민건강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을 하기 위해

설립한지 10년 이상 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1년 이상 근무자 12명을 연

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실무자의

현장 경험에서 주민건강활동 사례를 개방코딩을 통해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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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 방법

레콤프트와 쉔술(LeCompte & Schensul)(1999)과 해치(Hatch)(2002)에 의하

면 참가자들의 관점과 그것의 의미 그리고 주관적인 시각을 확인함에 있어서

질적연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마셜과 로스만(Marshall & Rossman)(2006),

해치(2002)에 의하면 전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관점을 연구하는 데 질적연

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Creswell, 2007 재인용).

질적연구 중 사례연구에서 연구될 수 있는 사례는 역사적 사례, 자연적 사례,

과학적 발견의 사례, 개인의 신변을 둘러싼 사례, 사회적 사례, 문화적 사례

등 다양하고 무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체험의 경우에도 어느 체험 또는

일군의 체험들을 연구의 사례로 택할 경우 체험 또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링컨

과 구바(Lincoln and Guba)(1985)의 사례연구 구조에 의하면, 문제, 맥락, 이슈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교훈의 형태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수

집한 정보를 제시하며 개인의 주관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Creswell, 2007

재인용).

덴진(Denzin)(1989), 마이쉬르자크(Majchrzak)(1984)에 의하면 사례 연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10년 이상된 6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1년

이상 실무자들을 심층면접 하여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의 실태파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이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유이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건강활동은 보건의료운동의 성격을

가지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구성은 상근실무자(상근활동가)

그룹, 전문가로 구성된 발런티어 그룹, 회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책적 분석능력과 운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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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여 왔으며(이의영, 2002), 실무자는 사회운동의 발전에 있어 골격과

뼈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상이다(송호근, 1998).

심층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윤리심사 승인을 받았다. 현직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실무자 심층면접은 2021년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1시간

동안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인 개인 공간 및 사무실에서 1차례 개별

대면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심층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었다. 전사에 사용된

총 녹취 분량은 709분이었다.

심층면담 질문 내용은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핵심질문, 마무리 질문

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작질문은 “본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 근무지 및

경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다. 이어지는 도입 질문에서 조합원의 주민건강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실무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질문하여 토론의 주제와

과거 회상을 유도하였다.

전환질문으로는 총 6개의 질문 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 주민건강활동의

배경을 파악하고 핵심질문으로 가기 위해 “현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민건강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주민건강활동은 어떤 모임입니까?”, “주민건강활동은 대체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의 질문을 하였으며, 주민건강활동의 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주민건강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는 주로 무엇입니까?”, “주민

건강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조합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과 코로나19로 인한 실무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과 변화된 근무 환경은 무엇인가요?”의 질문을 하였다.

핵심질문으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건강활동

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조합원 및 건강리더의

주민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이후 대면

혹은 비대면 건강활동 진행 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지속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및 비대면 상황에서 조합원 및 건강리더의 주민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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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삶의 양식이 지속될 경우

조합원 및 건강리더의 주민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떠한 노력이나 전환이

필요한 지 의견 말씀 부탁 드립니다.”, “조합원들이 주민건강활동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이 주민

건강활동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을 하였고, 마무리 질문으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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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분석 방법 및 절차

일정한 비교 방법은 각 사건을 코딩하여 가능한 많은 카테고리로 분석한 후

카테고리를 통합하고, 이론을 구분한 후 작성하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진행한 녹취록에 대해 개방코딩을 진행하고

그것의 의미단위들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통해 각 개념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시 범주들을 만들어 나가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쓰인 질문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마.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연구자가 가진 주제와 관련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은 연구대상자의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하였으며, 면접

대상자의 진술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침묵과 촉진을

활용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교수 3인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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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및 특징

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된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결사체로 정의하며, 보건의료부분에

있어서 국가 별 의료시스템의 특성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공적영역 등 다른 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자원과 물품의 사각지대를 매우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ILO,

2018).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전신인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의료

생협연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만든 협동조합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한 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종한 등, 2005).

UN경제사회국(UNDESA)은 의료협동조합은 의료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하는 의료전문가와 사용자의 모임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운영방식이 다수와 사

회전체의 욕구에 대한 해결책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매우 다른 보건의료 환경

에서도 적용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사회,

정치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보다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NDES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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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환자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질병의 주체, 건강의 주체로서,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성을 가진다. 의료기관 이용 및 출자를

통해 운영에 참여하며, 조합원과 주민들의 요구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우세옥, 2008).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7대

지표인 조합원 수, 출자금, 활동 조합원, 건강의 관계망, 매출액, 취약계층 의료

지원금, 건강리더를 통해 질적 성장을 평가한다.

건강의 관계망은 소모임, 마을모임, 자조모임을 의미하며, 건강리더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활동가를 의미한다.

각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별로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농민, 성소수자,

여성주의 등 특정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한 철학을 갖고 운영한다(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2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은 크게 의료복지라는 조직의 목표와 협동

조합이라는 운영방식이 접목된 조직이다.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법인격을 의미하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정체성인 의료복지에 대한 목표 달성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을 통해 실현되며, 건강할 권리를 지향하는 실천

운동을 통해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천적

행위는 국가나 자유시장경제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의 보완자적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하였다.

또한 운영방식으로써 협동조합은 지역의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참여와 연대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치료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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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참여를 이끌어 내는 형태의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건강

공동체로서 조직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져왔다(이재희, 윤민화, 2018).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1) 건강실천단

건강실천단은 자신의 건강 문제와 이슈를 중심으로 주민과 조합원이 함께

협동으로 해결하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갱년기 여성자조

모임, 통증 아카데미, 중년남성들을 위한 과정, 대사증후군 극복을 위한 건강

실천단, 다이어트 등이 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소모임 활동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 만나는

기초단위의 장으로 지역마다 소모임, 동아리, 건강모임으로 부른다. 조합원들의

건강한 생활, 취미 등 공통의 주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소모임 운영 규정 등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건강점프’, ‘건강반’, ‘나를 돌보는 행복한 시간(나행시)’ 등의 명칭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상호 호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자립, 질병의 예방을 통한 건강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소모임을 운영한다.

일상생활에서 주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주체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들의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공감대 속에 조합의 자체 예산 투입을 확산

하는 추세이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의미의 건강자치력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건강소모임을 이끌어 갈 대표자를

양성하여 대표자를 통해 건강소모임을 운영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몸살림, 비폭력대화, 채식, 요가, 악기연주, 한국무용, 라인

댄스, 노래교실, 바느질모임, 합창단, 수다모임, 독서모임, 지역여행 모임, 등산,

마사지, 건강실천단, 볼링, 배드민턴, 검도, 건강음식 만들기, 동화 구연,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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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만들기, 시 낭독, 칠보공예 등의 활동이 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25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350개 이상의 건강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

범주
소모임 범주 소모임 주제

신체

실외 활동 등산, 자전거, 축구, 걷기, 배드민턴 등

실내 활동
몸살림, 요가, 태극권, 마사지, 한국무용,

라인댄스, 포크댄스, 볼링, 검도 등

식생활 개선 채식 모임, 건강음식 만들기, 밑반찬 만들기 등

사회

인문학
악기연주, 노래교실, 합창단, 독서모임, 외국어

공부, 시 낭독, 동화 구연 등

수공예
바느질 모임, 천연비누 만들기, 칠보 공예, 도예,

제과 제빵 모임 등

관계 형성
비폭력대화, 수다모임, 영화감상, 자녀교육,

자조모임, 공동체 형성, 타로상담, 지역여행 모임 등

표 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모임 주제에 따른 건강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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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및 자원봉사활동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

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정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 및 방문 진료 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발견된

수혜자의 일상생활지원, 식생활지원, 거주환경 개선 등 돌봄 관련 욕구에 대해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의 부족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는 병원과 시설에 의존해 온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탈시

설화와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를 지향하여 사회복지재

정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따른 부담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주치의 사업, 노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적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센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중심으로 조합원의 건강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자치구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영하는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참여자 발굴 이후 주치의 및 간호사

의 기초건강사정 이후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영양관리, 심리정서지원, 사회적

건강지원 등 총체적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365 돌봄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가정방문 관계맺기 사업, 조합원 건강상담 사업,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건강문해컨텐츠 개발사업, 의료복지 안심주택 사업, 돌봄 부양자 가족

지원 사업, 지역 호스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신질환자 가사지원사업,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조합원의 자발적인 협력과 활동에서 기인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밑반찬 배달, 의복지료사회적협동조합 행사 지원, 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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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검진 보조활동, 건강체조 봉사 등 작은 활동부터 집수리, 이 미용

봉사와 같은 전문영역의 조합원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자

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쓸 수 있는

자체 화폐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3) 건강교육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가와 이용자의 정보 격차에 따른 불균형이 흔히

일어난다. 이를 해소하고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

의 건강정보력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교육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주체적인 활동을 확산시키고 건강자치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는 협동조합의 7대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원칙을 반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치위생 교육, 심폐

소생술, 감염병 예방 및 개인 위생교육 등 보건의료적 지식과 관련된 교육과

신입조합원 교육, 대의원 교육, 임 직원 교육 등 협동조합 관련 교육, 이웃

돌봄, 의사소통 기술,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 기술 등 사회적 건강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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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

가. 세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

1) 유럽의 의료협동조합

유럽의 건강의료제도는 크게 국가의료제도인 베버리지 모델을 채택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와 사회보험제도인 비스마르크 모델을 채택

하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등의 국가가 있다. 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공적인 개념이 지배할 경우 위기대응능력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시홍, 2020).

코로나19에 대한 유럽의 상황으로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 인구가 많으며,

솅궨조약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연말과 연초의 휴가

기간과 겹쳐 감염에 더 많은 노출을 가져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문자 동선 체크’ 등이 사생활과 인권 문제로 인해 잘 준수되지 못하

였다(김종법, 2021).

스페인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초기에는 임금과 연동된 비용지불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시행하지 않는 관료적인 중앙집권 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중앙정부

의 국가적 기조 아래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개별 지역 내 보건의료 기관, 서비스, 고유의 행정 운영 조직, 위원회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초기 의료협동조합 기원은 상호부조인 “질병 기금”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에스프리우 재단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사고, 응급상황, 외래 및 입원 치료의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에스프

리우 재단은 2개의 보험 회사, 2개의 의사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협동조합은 민간분야에서 더 적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특정 대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대기시간과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자원 확보에 기여한다. 제약 분야에서는 생산자 협동조합

으로써 제약 협동조합은 2015년 기준 시장의 71.2%를 담당하는 등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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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에스프리우 재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중환자실을 확대

하고, 전문가의 원격근무를 독려하였다. 보험회사인 아시스텐시아 사니타리아는

코로나19 증상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무료 전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고립과 개인주의에 대항하여 심리지원을 수행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주민과

조합원들의 인식개선을 독려하였다(Espriu Foundation, 2020).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사체, 자원봉사단체, 재단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며, 초기 시기 친밀함으로 구성된 결사체가 협동

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가

많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으로 공적 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다양한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지역 안에서 생성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

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발전과정의 내발성 및 다양성이 있다.

A 유형인 보건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원조달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24%의

수입이 발생하고 공적부문에서 76%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공적부문에서 발생

하는 수익의 대부분인 80%의 성격은 공적으로 보장되는 서비스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르는 간접적인 대가 및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공공단체로부터 위탁사업수행에 따르는 대가로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성격인 단순 보조금의 비율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타나카 나츠코, 2014).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콘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하여

약 20,000개의 협동조합에서 300만 명의 조합원과 4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4200만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COOPilot, 2017).

코로나19 시기에 대응활동으로 조합원들이 코로나19의 확진을 받은 경우

생필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피에몬테 지역의 안디리비에니 사회적협동조합

의 경우 원격으로 신체활동하기, 정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딘 일상

적인 교육자료를 원격으로 제공하여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였다. 에

스오씨 더 심볼 협동조합은 노숙자들을 위한 야간 보호시설, 디지털 수업을

제공하고, 병원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등을 진행하였다(Alleanza delle

Cooperative italiane, 2020).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법을 준수하며, 공공성 및 비영리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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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친 새로운 형태의 다자 이해관계 협동조합으로 약 1,000개의 돌봄 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 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돌봄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약

25개의 돌봄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영국의 전체 돌봄 시장의 1%

이하지만 상호협력 및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 돌봄 분야 협동조합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케어플러스 그룹의 경우 소유와 운영을 담당하는 2개의 이사회가

상호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직원은 2개의 이사회에 소속되어 이원을 선출하는

혁신적인 구조를 지닌다. 위탁 양육 돌봄 협동조합의 경우 1999년 위탁 양육

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여 공적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Conaty Pat, 2014).

2) 북미의 의료협동조합

캐나다의 의료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동자협동조합은 직

군을 창출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소유하는 조직으

로 퀘벡 주의 엠뷸런스 협동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주민과 조합원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주로 교외

지역과 같이 의료 인력이 적고 공적 투자가 부족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

에서 가정방문 협동조합 등으로 운영된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대규모 운영으

로 구매력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병원이나 실험실

또는 거주시설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유형이 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

합은 개방적인 방식으로 개인, 사업체, 기관 등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데 관심

이 있는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많은 지역사회 의료협동조합이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Panayotof-Schaan Luba, 2009).

캐나다의 첫 번째 의료협동조합은 1944년 퀘벡의 퀘벡의료협동조합과 1946년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의료 보험 공급 협동조합인 헬스 서비스 소사이어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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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후 1960년대 초, 공적 기금의 보건의료는 예방과 교육에 대해 강조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지역사회 의료 연합들이 확대되었다.

현재 많은 협동조합 의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경제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

으로 이익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Co-operatives Secretariat, Government

of Canada, 2004).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협동조합인 그룹헬스 협동조합은 1947년 설립되어

헬스파트너스와 더불어 소비자가 경영하는 가장 큰 조직 중 하나이다. 600,000명의

조합원과 26개의 일차의료기관, 6개의 특수 치료시설, 1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의 적정진료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자기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용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연구를 통해

관리 효과성을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Larson E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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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의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1961년 보편적 건강보장과 2000년 보편적 장기 요양 돌봄 달성 이후 일본은

영아사망률의 감소와 평균 수명 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과거

일본은 노인 돌봄과 관강 관리 분야에 있어 공적 영역이나 비영리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재의 고령화 돌봄 시장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크게 성장하였다.

협동조합의 경우 통합돌봄과 건강증진에 있어 실용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한그룹은 의료복지협동조합의 기본 단위로 3명 내외의 소모임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각각의 모임은 혈압, 체지방, 혈당, 소변검사 등을 서로 체크하며

관리한다. 일부 모임은 운동을 함께하거나 식사를 함께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임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웃과 함께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일본의료복지협동조합 연합회 홈페이지 hew.coop/english).

또한 의료복지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원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며, 의원의 이용자 중 조합원이 되는 경우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원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ILO, 2021).

구체적 사례로 코세렌 협동조합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건강증진 교육, 기초 건강 측정, 건강돌봄 등을 제공하는

농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다. 미나미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의

경우 1959년 나고야 남부 지방에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담당하던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와 주민들이 만든 작은

진료소로부터 출발하였다. 현재는 “상호 협동 정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보건 의료 및 복지 증진, 그 외 생활을 문화적, 경제적

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빛이 살아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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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중시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전시켜 사회적 역할로 확대하는 활동을 한다.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완화케어 병동, 장애인 재활 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설 마을 조성,

운동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 간호, 간병 서비스 및

일차 보건의료, 가정간호 스테이션, 재가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료복지협동조합연합회는 일본소비자협동조합연합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 2020), 105개의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인력 고용, 출판, 교육, 렌탈 서비스, 조합원 관리 중개업무, 회원

조합의 질 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한다.

싱가포르의 보건시스템은 정부가 계획하고 유지하는 중앙집권방식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8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지출하는 형태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공적

보장과 작은 의료시장에서 의료협동조합이나 비영리 기관의 의료 서비스로

확장의 가능성은 낮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형태의

돌봄서비스와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은둔형

외톨이,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고 방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 심리적으로 동기를

잃고 번아웃된 사람들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 간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정보와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무역 협회의 의료협동조합의 경우 노인 주간보호,

재가요양, 노인보호주택, 요양원, 치위생, 물리치료, 재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반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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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99년 2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의료에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다루고자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일어나는 의료보험

서비스의 단편성이나, 의료비 부담, 이윤 추구적인 의료공급 체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주체적

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며(유수현, 2002), 의료패러다임이 과거 치료중심 및

의료진체제의 병원이 아니라 환자와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건강관리에 있어 의료인과 함께 참여하며 지역 내 생활환경에 대해 주체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형성하였다(김범수, 김현희. 20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 이전 의료협동조합은 대표적으로 1968년

장기려의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과 1976년 김혜경의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이

있다(김형미 외, 2012).

먼저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기독교인이자 의사인 장기려 박사의 빈민들에

대한 의료구제의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공공부조의 형태인 의료보험을 통해

빈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당시에는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난항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지역

교회의 도움으로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창립하였다. 이후 1970년대 부산시

의 협조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입비 지원을 받으며, 부산 지역의 청십자 운동은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조합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관리의 어려움과 상호 간 깊은 신뢰로 백지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고,

늘어난 보험급여 지출에 자체적으로 진료비 심사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후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며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자동해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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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되었다(류호준, 2021).

김혜경의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의 경우, 가난한 주민들이 스스로 의료와

건강의 문제를 하결하기 위해 모인 조직으로 현대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가까운 모델이다.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은 서울대 의대 카톨릭학생회와 함께

산동네 빈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당에서 토요일은 내과, 일요일은 치과로 나눠

주말진료를 시작했다.

초기 시기 기관의 운영방식으로는 주민들에게 약을 제공하고 100원씩 받아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였다. 1년 정도 주말진료를 진행하였을 때는 초반에

대상으로 했던 대상자가 아닌 주변 지역의 중산층 사람들도 진료를 받으러 와

갈등이 생겼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은 다수결에 의한

합의로 산동네 주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 운영을 결의하였다.

이후 한강성심병원의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신림복지관에서 주변에 무료진료를

하려하자, 협의를 통해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은 기존의 운영 방식으로 신림

복지관에 진료 파견 업무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과

신림복지관은 기금 운용에 대한 갈등으로 김혜경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송정의료봉사회’라는 연합단체를 통해 주말진료를 재개

하였다. 10주년을 맞아 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의원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1987년 요셉의원을 개원하였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자, 협동조합의 의원을 이용하는 장점이 사

라져 난곡 희망의료협동조합과 요셉의원은 결별하고 이후 협동조합의 운영도

종료되었다(한재랑, 2018).

2)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설립 초기 가치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접근과 적정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주치의로서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유사의료소비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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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유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위 사무장병원

을 운영하며 기존의 의료질서를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가져왔다(이

명민, 2016).

기존 『생활협동조합법』에서 의료를 특별히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 위와 같은 탈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료에 관한 특별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이 생겼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따라 기존의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다 주요 기준이 강화되었다(박형욱 등, 2014).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 할 경우의 주요 기준으로는 1)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

자금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한다는 기준이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의원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

되었다. 하지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3년 안성, 인천,

안산의 연대조직에서부터 이어오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

하여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현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의료 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을 융합하여

조직을 이루고 있다. 이후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과 장애인 주치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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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참여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제도실천행동을 진행하고 있다(오춘희 등,

2020).

3)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법령

주요기준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 116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설립, 정관변경,

조직변경 등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등

의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은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의료

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비영리법인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 제9항에 의해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 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의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 의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나 제3항의 제2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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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개요

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전신인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우리

나라 최초의 소비자 생산자 복합적 다중이해관계자 의료협동조합이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은 1987년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 청년회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기독학생회가 함께 진행한 주말진료소

활동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1989년보다 2년 전

이다.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농민들이 겪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지역 농민회 등 지역

사회와 공동자본을 출연하여 1994년 안성한의원과 안성농민의원을 개원하여

주민과 함께 운영하였다

격주로 하던 주말 진료는 정식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모든 조합원과

지역주민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문 진료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기관 개원과 동시에 조합원 정기검진 제도를 만들어 운영

하였다. 당시에는 국가에서 직장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던

시기로써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후 안성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주치의가 있게 되었고, 일상

에서 건강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져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

이고 있다.

현재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성시 안성1동의 본점, 안성3동과

공도읍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의원과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주간보호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가정간호사업소 등을 운영하며 의료와

돌봄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에는 창립 27년을 맞아

신사옥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원들은 공동출자, 기부 등

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지지와 협동은 다시 저렴한

한의원 건강식품, 의료비 감액, 지역사회 방문의료, 건강소모임 활동 및 봉사

활동 지원으로 다시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 28 -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모임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집고치기 봉사,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수업

을 진행하는 등 지역과 활발히 소통하며 사회적 자본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인하대학교와 함께 조합원과 의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건강 향상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치기반 지불 제도를 연구하는 ‘가치기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조합원을 늘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적정진료’, ‘인간적인

의료’에 있으며 의원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상담과 설명을

제공하여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주사제 처방빈도와 항생제 처방률도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잉진료를 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50%를 조합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새

사회전략정책연구원, 2012).

그러나 협동조합의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다보니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적 조직구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의사결정의 신속성

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표를 조화시켜 공식화하는데

늦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치적 모델을 구현했으나 실제적인 리더십이 부재

하고 조합원의 자발성에 기초하다보니 참여와 기여도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김선희, 2009).

현재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조합원 수 6,257

세대로 36개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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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은 1989년 산업화시기 인천 부평

지역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상담 활동을 바탕으로 도시 서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기독청년의료인회 회원과 함께 설립한 평화의원으로부터 기인

한다. 초반 주요활동으로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산업사회에서 노동자 건강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변진옥,

2003).

전문적으로 직업병을 다루는 운동단체와 기관이 생기고 주변 지역이 중산층

아파트 지역으로 변함에 따라 1996년 주민들의 출자를 통해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의원으로써 정체성을 재정립을 통해 더 넓은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보건의료활동을 수행하였고, 2008년 사회적기업 등록을 거쳐 2013

년에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병원을 단순히 아플 때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기는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하고 상담하는 능동적인 관점으로 주민들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과 이용 주민들은 당장 꼭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해 언제든 주치의로부터 건강관리를 받고 있으며,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돌봄체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돌봄체계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노인 문제에 집중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노인돌보미 봉사단을 양성하여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을 발굴하여 노인에게 반찬배달, 돋보기 지원, 청소지원 등

대상자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1).

다른 조합원 활동으로는 건강리더(건강달인)을 양성을 위해 노인 낙상 예방과

주거 환경 관리, 노인성 질환의 이해와 관리, 응급상황 대처 및 통증 관리,

1) 이로운넷 보도자료(2020.11.01.) ‘지역 주민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드릴 반찬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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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혈당 체크 배우기 등 총 8개의 강좌를 제공하여 2020년에는 30명의 건강

리더를 양성하였으며, 마을 건강 사랑방과 건강소모임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관계를 통한 건강관리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 시기에 모임을 집중하거나 신규소모임이 만들

어지지는 않았다2)

지역사회조직의 관점에서 본 박양희(2000)의 논문에서는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형성기, 토대 구축기, 발전기로 나누어 분류하여 활동을 정리

하였다.

형성기는 조직을 창립하기 위해 설립동의자인 조합원을 동원하고, 의사와

주민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과 조합원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을 접촉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생소함과 조합원으로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목표치 보다 적었다.

토대 구축기는 정관에 명시한 상호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들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교육홍보위원회, 보건예방위원회,

진료환경개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보건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발전기는 조합원들의 의한 실질적 실천과 지역 내 연대활동이 활발해졌다.

지역사회보건활동으로 방문간호활동을 시작했고, 노인정 무료검진과 가두검진

등 지역사회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다(박양희, 2000).

현재 인천평화의료사협은 조합원 수 3,023세대로 의원, 한의원, 치과, 가정

간호사업소, 건강검진센터, 재가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의 소모임과

4개의 지부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2)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 제25차 총회자료집(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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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은 1991년 기존에 지역 내에서 활발히

운영 되던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안산시민의 모임’과 같은 환경단체, 노동

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동의학 민방연구회’ 주부들로 구성된 지역

주민이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불신과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

으로 협동조합 창립한 것에 기인한다(박유이 등, 2017).

하지만, 한의원 원장이 무면허로 고발되어 폐업 처분을 받아 설립 후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와해되었다.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고, 법 조항

중 조합원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제약을 개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안성과 인천의 의료인들의 활동의 선례로 인천 평화의료

생협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대진의로 결합하고 인하대병원의 간호사가 준비모임

때부터 결합하였다. 이후 2000년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안산시 월피동에 새안산의원과 새안산 한의원을 개원하였다(권효영,

2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인가받은 첫 번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00년 설립 인가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정체성과 가치에 따른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초기의 주요사업은 의료진이 직접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방문진료이며,

조합원들만 의료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장애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넓혔다는 특징이 있다

(박혜린, 2019).

초창기 주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과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건강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 의사의 근로 규정에

1주일에 4시간 이상 방문진료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3)

3) 주간동아 보도자료(2013.04.08.) ‘믿고 치료해요, 의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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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중 하나는 2012년 발족한 ‘발로뛰어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조직도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반찬도

시락 배달, 거주환경정비 등 일반적인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지원 등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치의 사업과 연결하여 ‘건강실천단’을 발족하여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주민과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활동을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였다. 이 때, 혈액검사와 몸무게 등 신체

측정을 사전 사후에 진행하여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결과를 확인하여 참가자

들의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기반 보건활동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6년 지역에서 보건운동의 성격인 건강조례

제정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참여예산제에 지원

하였다. 2019년부터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융합형)에 선정되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학제 기반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 분야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조합의 운영기관인 재가 요양기관과 봉사단이 참여하는 맞춤형 영양

서비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등 돌봄 요양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그간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2020년, 20주년

을 맞아 안산의료사협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년 발자취’ 백서를 발간

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돌봄보고서 ‘100 간의 코로나 돌봄 여정’ 등을 발간

하였다.

현재 조합원 수 6,837 세대로 안산시 월피동과 본오동에서 의원, 한의원, 치과,

종합검진센터, 재가 요양기관, 공동생활가정 등 을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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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주는 지역적으로 일찍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신용

협동조합을 통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다. 방성찬 외(2017)에 따르면,

1969년 지학순 주교가 설립한 협동교육연구소를 통해 원주 지역에서 신용협동

조합 창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광학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진광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후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하여 생명운동 등으로 발전하였다(방성찬, 이승일, 2017).

원주의 협동조합 운동에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으로는 무위당 장일순이 있다.

따르면, 장일순은 생명에 대한 전일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식사와 같은 일상생

활에서의 밥상 살림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생명을 살린다는 ‘한살림’의

생활운동으로 구현되었다(김재익, 2019).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02년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생협 등 생활

협동조합과 지역의 밝음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지역의 사회적돌봄과 같은 숙원사업을 수행하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의원과 한의원을 개원하고 2014년 원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적인 활동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문진료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 특히 필요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에

참가하여 활동이 더욱 확대 되었다. 직접 신청한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와 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상자에게 방문진료를 하였다. 통합 19차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3명의 환자를 방문하였고, 그 중 80대 이상 노인이 87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하였다.4)

4)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 제19차 총회자료집(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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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지역 복지관,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주시사회복지

협의회 등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으로 인한 방문진료 시 의사 혼자 가지 않고,

의사, 간호사, 선임 치과위생사, 원주연세대학교 치과위생사 학생, 노인돌봄

사업 참가 주민 등 팀 중심의 방문 의료를 통해 의료 복지 통합 돌봄 모델을

제시하였다. 팀 방문 진료 활동 이후 회의를 진행하여 총 6회의 회의를 진행

하였고, 2020년 사업 이후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원주장애인가족지원

센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방문진료팀 참가자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외 2018년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퇴원 환자의 요구도평가에 따른 환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원주시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수 1,455 세대로 주요사업으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건강

검진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유지증진활동으로 건강

강좌, 예방교육 및 7개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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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전신인 대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시작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국민건강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모인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회원들로부터 기인한다. 한밭레츠의 경우 공동체 화폐(두루)

를 통한 지역 주민 간 상호부조 형태로 돌봄 서비스 또는 물품을 주고받는

생활방식을 실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설립 배경은 주민 스스로 주도하여

만든 것이 아닌 활동가와 의료인의 주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김성훈, 2005).

2002년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이후, 주민과의 협력 필요성

을 실감하여 소모임, 협동조합교육, 봉사활동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를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쌓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창립의

계기가 되었다.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부터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 주민 자치 교육 등을

제공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대응을 위한 비대면 소통 도구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과 대전

시민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강리더

양성 활동을 통해 양성된 건강리더가 주민참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건강

리더들 간 자체 주도적 건강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조합원의

활동의 양적 질적 성장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다양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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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예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으로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안부 묻기, ICT 활용

낙상예방운동과 치매 예방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대덕구와 함께 대덕구 지역

사회통합돌봄 사업으로 방문진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만성질환을

관리하였다.

위의 방문진료, 가정간호, 건강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의료센터를 발족하였으며, 지역 내 시설 단체인 대전

장애인체육회, 복지관, 정신장애인 그룹홈,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통합 22차 정기총회자료집에 따르면, 왕진시범사업을 통해 연 139건의 방문

진료를 진행하고, 가정간호 1,325건,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을 통해 130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309건, 방문간호 502건을 제공하였다. 팀의료 기반의 방문

의료사업으로 의사,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치위생사, 작업치료사 등이

포괄적인 재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자료집, 2021)5).

현재 조합원 수는 4,008세대로 의원, 한의원, 치과, 재가장기요양기관, 검진

센터,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들레 건강반이라는 이름으로 46개의

소모임과 17기수의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5)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2차 정기총회 총회자료집(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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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원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원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

으로 1993년부터 노원구에서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한 의료인 10여

명으로부터 기인한다. 이후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장애우권익연구소와 의료인, 장애인, 지역주민

등이 함께 2005년 함께걸음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수요에 따라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한의원과 치과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 2006년에 재가간병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

였고, 한의원 개설 후 2008년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의료기관은 의료진과 장애인이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하여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걷기, 건강한 식사, 건강한 양치질, 건강한 시간 갖기, 건강한 대화 나누기,

건강한 잠 자기, 건강한 체조하기, 건강을 위한 검진 받기 등 8가지의 건강

수칙을 스스로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특이사항으로는 사회적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사회투자지원재단과 함께 사회적 회계 지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이래로 작성해오고 있다. 사회적회계의 주요

지표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서비스,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보건예방 실현,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치역량 강화

등 4가지의 목적 지표를 위한 11개의 활동 지표와 각 활동에 참가하는 참가자

수,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87개의 실행지표로 구성된다. 평가는 이용자, 후원자,

지역 파트너 참여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임원 조합원으로 구성된

내부 이해관계자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회계감사위원회가 평가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중심 장애인재활사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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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돌봄학교, 장애인

나들이, 무장애등반, 장애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건강실천단, 어르신 마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 18차 정기총회집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건강돌봄학교는 총 5회차로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온라인 강좌의 실행이 처음이라 준비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자체 평가

하였다. 장애인 건강실천단은 만성질환, 비만, 폐경기, 통증 등 보건의료 지식에

대한 교육을 듣고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1회, 10주

간 진행되었다6).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외래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시간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방문한다. 3개월에 1번씩 치과도

결합하여 진료하며, 방문진료 시 일상생활동작의 평가를 위해 WHODAS평가를

측정하며 방문진료 후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조합원 수 1,819 세대로 치과, 한의원, 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행, 댄스, 여행, 기타연주, 일본어, 아띠자조모임, 영화소모임 등 7개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조합원, 장애인,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를

위한 지역중심 장애인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 18차 정기총회 총회자료집(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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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조합원

수

주요

설립동기

최초의

주체

주체의

성격

설립

년도
운영 형태

안성

의료사협

도농

복합

도시

6,648

세대

농촌지역

의료봉사

농민회와

기독

학생회

의료인과

지역주민

1994년

4월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재가요양기관

인천평화

의료사협
대도시

3,023

세대

산재 및

직업병

해결

기독청년

의료인회

의료인→

지역주민

1996년

11월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요양기관

안산

의료사협
신도시

6,837

세대

지역

환경보호

운동

시민의

모임

동의학

민방연구회

지역주민

→의료인

2000년

4월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원주

의료사협

중소

도시

1,455

세대

생협 간

협동

소비자생협

, 신협

지역주민

→의료인

2002년

5월

의원 2개소,

한의원,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전

민들레

의료사협

대도시
4,008

세대

지역화폐

운동

한밭레츠,

대전

인의협

의료인과

지역주민

2002년

8월

의원, 한의원,

치과,

재가요양기관,

검진센터,

심리상담센터

노원

함께걸음

의료사협

대도시
1,819

세대

장애우

평등세상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의료인→

지역주민

2005년

6월

치과, 한의원,

재가요양기관

표 2. 연구 참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총회 자료집. 재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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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보건 사회적 상황

1.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및 신체적 건강

신체활동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원인 중 4위에 해당하며, 신체활동에

따른 이익의 근거는 1950년대 이후 이래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인구의

건강 개선에 대한 증진활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서야 계획,

정책, 리더십과 지지, 인력 훈련 및 개발, 모니터링과 감독 관리를 포함하는

확인 가능한 기초근거가 나오고 있다.

신체 활동과 공중 보건은 역학, 운동 및 스포츠 과학, 행동 과학 그리고

환경적 보건학 등을 포함한 전문 분야 과학을 포괄하는 새로운 분야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영역은 전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에 다학제적 접근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역량강화, 인력 훈련 및 부문 간 접근 등은 신체활동

연구, 실습, 정책, 옹호지지, 교육 등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다(Kohl HW 3rd

등, 2012).

코로나19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제의 부족으로 인해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는 주로 집합 금지, 외부 숙박 금지, 학교 및 비 필수 산업의 셧다운

등 강제 폐쇄, 마스크 착용, 격리와 방역선 등 공중 보건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전체집단에 있어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낮게 유지되어 성공적인 감소세

라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노인 계층에게는 코로나19 감염 이외에 다른

건강문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Lim WS 등,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시간의 신체활동량은 주관적

건강수준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좌식시간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폐렴,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군의 경우 여가시간의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적었다. 걷기활동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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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와 같은 자발적인 신체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종현, 이상원, 윤용진, 2021).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조사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제와

건강기능성 식품 복용,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육류와 생선 등 단백질 섭취 등

식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신체활동 부족 및 심리적 우울에 대한 대처로

텃밭 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을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정영혜,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들은 변화된 환경과 운동시설 폐쇄로 인해 기존의

단체 운동, 실내 활동 등에서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 등으로 운동 패턴과 방법,

종류를 변경하였으며, 가족의 권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운동 제약이 강화되었다. 이는 스스로 운동시간과 운동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욕구를 박탈당하게 되어 자아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쳐 운동의 실천에도 지장을

주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신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가기 운동 불안감을 증

폭시켰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운동의 횟수를 줄이거나 운동을 그만두는 중도

포기에 이르게 되었다(권오정, 2020).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참여 제한의 여파에 따라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이동과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 제한으로 사회적 교류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미생활이나 사회적 자원의 연결도 단시간에 구성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신혜리 등, 2020).

또한 질병관리청의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로

성인 남성에게서 비만 및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걷기 실천율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코로나

19 유행 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유행 후 감소폭이

더 커졌다(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19로 인해 봉쇄조치를 경험한 만성 허리 통증환자의 경우 격리 경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 신체활동이 줄어들거나 적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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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만성 허리 통증 환자

보다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였다(Bailly Florian 등, 2021).

당뇨병의 경우 대표적인 비전염성 질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명률과

사망률의 큰 향상을 보였다. 이 또한 사회적 격리두기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및 눕거나 앉아 있는 생활 방식, 좋지 못한 음식 섭취와 식습관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혈당 조절, 혈압, 순환기능 등의 장애를 가져오며, 근력, 균형감각,

민첩성 등 기능적 매개변수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당뇨병의

예방을 위해 신체적 활동 및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 시기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Marcal 등,

2020).

2.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건강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

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로는 특히 20대 30대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었다. 특히 우울 위험군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보다는 약

6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0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사회적거리두기 및 자택격리의 강제 조치가 우울, 일반 불안장애, 침투적 사고,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Marroquin Brett 등,

2020),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 가계부채와 재정적 문제, 가족의

상실, 실업 등의 특별히 변화된 상황을 겪었을 때, 이에 따른 불안, 우울 등

정신적 건강의 악화에서 오는 자살, 자해, 과음, 약물의 오남용, 도박 등이

유발되기도 한다(Holmes EA 등, 2020).

소득이 감소한 경우 우울 증상,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감염확산세

가 높았던 지역인 대구와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에서 불안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박용천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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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삶의 불확실성과 병원에 대한 신뢰 부족, 가족과의 갈등 증가

등의 요인이 개인의 불안과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으며(이동훈 등, 2020), 이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제한 및 외출의 지장,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등

감염병으로 인해 달라진 환경이 개인의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주었다(이동훈 등, 2016). 그리고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경우에도 감염병에 대한 대중의 불안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어 큰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WHO, 2003).

코로나19 발생 시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나 기본적인 개인

위생 관리의 어려움, 장애로 인해 갖고 있는 기존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많으며(WHO, 2020), 취약계층의 개념을 적용하면,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환경적 약자의 개념으로 장애인 및 영어를 못하는

사람, 부랑자, 어린이, 지리적 문화적 고립자 등 사회를 구성하는 평균 능력의

사람 보다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입기 쉽거나 피해 복구 행위가 어려운 사람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경험하거나 빈곤가정에 속한

위기 가정의 어머니들의 경우 고립감이나 우울을 느꼈으며, 자녀들 또한 등교

제한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상황에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권순

범, 신영미, 2021).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의 양적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우울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였고, 도움을 제공해 줄 사람 등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의 증가, 건강악화의 경험 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 우울

함이 더 심하였다(성기옥 등, 2021).

코로나19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적

장애,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가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터키, 네팔,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적 문제에 대한 경감을 국제보건의 우선순위로 둘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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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ong Jiaqi 등, 2020).

과업 전환(Task shifting)의 개념을 활용하여, 일부 심각하지 않은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가적 관점이 아닌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지역보건인력

(Community health worker)과 같은 비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예방적 보건관리나

일차보건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나, 코로나 대유행이 점차 진행되어

부담이 늘어나는 국제보건 상황에서의 적응은 지체되고 있다(Lange KW,

2020).

코로나19에 따른 활동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신체활동을 더 줄이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Lesser IA, Nienhuis CP, 2020), 한국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신체활동의 경우 우울 증상과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사회

활동 제약을 받는 경우가 클수록 우울 증상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전세

현 등, 2021).

코로나19 시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감염자가 폭증한

시기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증가된 업무, 변화된 진료 환경의

적응, 감염 발생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중

질병 이환에 대한 두려움은 병원 간호사의 불안과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박점미, 2021). 또한 우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 영향

요인 중 하나였다(배정이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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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역사회 분야 국내 대응 활동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역사회 기관의 활동은 크게 보건소, 복지관, 대한적십

자사와 같은 비정부기구, 부녀회 등 주민자치기구, 개인 등이 있다.

먼저 보건소의 경우 방역의 일선으로 확진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환자이송,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의 대응과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검체 체취 및

의뢰, 결과관리를 진행하였다. 마스크, 방호복 등 감염예방 물품을 지원하거나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와 소독 업무도 담당하였다.

위 분야에 대해 서울시 보건소장들의 자체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이에 기여한 역량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구청장 리더십, 구청의 행정적

지원, 시민참여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무가 가중화되어 전담인력의 확충의견이 있었으며,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주민 대상 소통,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해서는 위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0).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면을 기본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정부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청받게 되었고 추후 중단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중앙정부의 임시휴관 지침이 내려온 초반 코로나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

대응 지시도 없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도 있었으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화 안부, 직원과의 1:1 산책, 반려식물 키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3일에 한 번씩 방문

하여 대체식을 만들어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였으나 일부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김용길. 2020).

코로나19 초반 확진자가 폭증한 대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으로 2주간

단위로 내려오던 휴관 권고가 잠정적 휴관권고로 바뀌어 기약없이 멈추게 되어

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으며, 기존에 진행해오던 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사업수행 시 감염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무게로 자율성이 위축되어 무력감을 느끼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있었다(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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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

돌봄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19의 상황은 필수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는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돌봄기관의 직접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인 서비스 계약에 종속되는 시간제

호출노동의 경우엔 노동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 상황을 초래하

였다. 기관의 직접 고용 상황 아래에 있더라도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고 방역장비 등의 준비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높은 감염위험에 노출

되었다. 또한 돌봄은 필수노동이지만,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따르지 못

한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석재은, 2020).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인 유일한

기관으로, 확진자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인 적십자병원에서

치료한 후 사회복귀 전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였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15개 지사는 자가격리자 및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더욱 어려

워진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지속시켰고, 지역

사회 봉사원은 시민 중심 보건봉사활동을 전개했다(대한적십자사, 2020).

서울시 각 구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마을 자치조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관내 주민

이나 장애인 가정, 노인, 노숙인, 한 부모가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소독 등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사단

법인 및 일부 연대 단체의 경우 보건소 공무원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간식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건강세상네트워크, 2020).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

지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필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가정, 학교, 직장, 병원 동네 등 5개

분야의 대응방안과 방역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시민백신연구소 정책 제안집을

작성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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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은 부녀회나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개인자격으로

정서지원이나 후원물품 전달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위축된

공공의 지원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민간 주체들의 역량을 보여주었다(하지선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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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대응에서 검역,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의 팬데믹에 의한 사람 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보건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감염된 사람을 감염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분리시키는 조치로 주로 병원에서 일어난다. 격리병동은 또한 음압

시설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한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 기간이 5일

정도로 길어 조기에 격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검역의 경우 전염성 질병을 통제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로 실제

감염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감염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격리되지 않은 사람들 간 서로 간 만남을 줄여 감염의

경로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Wilder SA, Freedman D.O., 2020).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검역을 바이러스의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격리는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떼어 놓는 것으로 정의했다.

검역의 경우 15분 이상 밀접 접촉이 되었을 때, 14일 간 집에서 머무르며,

고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지 관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격리의 경우

증상이 없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 집에서 격리하고,

주변에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병실에 있을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신체활동을 줄여 사람 간 전파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정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검역 결정이 내려졌을 때, 충분한 음식과 물, 위생용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유급휴가 또는 원격근무를 위한 장비를 공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잠재적 감염자 또는 확진 판정자의 자가 격리 치료 시 고려

사항으로 의학적 평가를 통해 기저질환이 있는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재택 격리기관으로써 집이 적합한 환경인지, 질병에 따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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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내에서는 『검역법』에서 검역을 주로 해외나 특정 지역으로부터 들어오

거나 나가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며, 격리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39조의 3에서 감염병 의심자에게도 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지 스스로 확인하며,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과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 기간을 가질 것을 강제하고 있다.

격리의 경우 안전한 공간으로써 집이라는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쪽방촌과 같은 취약계층, 필수적 돌봄을 수반

하는 장애인과 집이 없는 노숙자의 경우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시민건

강연구소, 2020).

일부 요양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

의 경우 감염병 확진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일집단끼리의

분류가 엄격하기 이뤄지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외부인의 면회, 직원

등 시설관계자의 퇴근과 외출 등 모든 출입이 금지되어 인격의 요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정제형, 2021).

유럽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방역 대응을 위해

국가 간 이동 제한을 선포하였다. 이는 EU의 국경개방원칙인 솅겐조약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경기가 침체

되었고, 이민자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여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심성은, 2021), 국내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봉쇄

정책으로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pc방, 노래방 등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있어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한국금융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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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료사협의 주민건강활동 실태 분석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총 12명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으로 주민건강활동

의 지원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 및 기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임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의 구분은 알파벳으로, 면접 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과 숫자로 표기

하였다. 성별은 남자 5명, 여자 7명이며 각 기관 별 2명을 인터뷰하였다. 주민

건강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특성은 돌봄 2명, 건강소모임 7명과 운영과 관련한

3명으로 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1년 5개월에서 27년 사이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면허와 자격이 있는 경우는 5명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었으며, 직급은 팀장,

과장, 부장 등 실무자 그룹이 6명, 이사 및 이사장과 원장 등 실무 임원 그룹이

6명이었다.

본 연구의 집단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 기관 참여자 업무 특성 현 근무지 경력

A
HC1 돌봄 1년 5개월
HC2 건강소모임 3년

B
HC3 운영 21년 6개월
HC4 돌봄 10년

C
HC5 운영 9년
HC6 방문진료 8년

D
HC7 건강소모임 3년 10개월
HC8 건강소모임 10년

E
HC9 운영 21년
HC10 건강소모임 11년 9개월

F
HC11 건강소모임 10년
HC12 건강소모임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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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대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기관 운영 외에 주요 사업으로 방문진료와

가정간호와 같은 방문보건사업과 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건강소모임, 건강생활습관 실천 운동 등을 통해 주민과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진행해왔다(한국의료

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3).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과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화 연락 및 문자 발송 활동,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전달,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안부 묻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생필품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대전민들레의료사협 총회자료집, 2020).

지역주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거나

비대면 활동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달라진 환경에서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조합 내 임직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시간을 상황을 공유하여

의원, 한의원, 주간돌봄센터 등 사업소의 운영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소통하였다.

자원봉사의 행정지원을 확대하여 1인당 1명의 봉사인력을 배치하여 이동지원

등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방역활동을 진행하였다.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는 대면방식의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고, 서면 총회 또는 온라인 총회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였다(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

각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마스크, 방호복, 소독물품 등 방역물품을 구매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건강검진 감소 및 병원 이용 내원객

감소로 매출은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증좌와

후원금 증액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방문진료나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확대하였다.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무급휴가를 확대하고 의원의 운영



- 52 -

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하여 비용증가에 대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6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이

건강소모임, 돌봄활동, 건강강좌 등의 주민건강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공통적인

상황은 참가자의 출석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국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2020년 초창기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처음

경험하며, 신체활동 축소와 심신의 쇠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건강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3.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의 조합 실무자 경험에 대한 통

합적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환경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

건강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관별 2명씩 총 12명의 조합실무자에 대해

심층면접 인터뷰를 시행하여 주민건강활동의 시행 활동 정도에 따른 미 시행

또는 중지, 소규모 소극적인 활동 진행, 소규모 적극적인 활동진행의 3가지 상황

으로 구분 되었으며 이에 대한 10개의 범주와 2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주민건강활동의 적극적 활동의 배경 범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돌봄

수요에 따른 대응, 수평적이고 유연한 지원사업 수행, 조합의 핵심 가치 철학

이해, 소규모 활동의 질적 향상, 지역의 자원 활용, 조합 내 지원과 지지 등 6

가지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와 반대로 소극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는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른 제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려움 호소 등 2가지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미 시행 또는 중지의 경우 감염 우려 및 불안, 자율성에 따른 활동 중지 등

2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합한 분석결과는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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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의 조합 실무자 경험에 대한 결과

개념 범주 상황

주 이용 대상이 장애인, 노인 등으로 감염에 취약
감염 우려 및

불안 미 시행

또는

중지

감염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불안 · 우려

의료기관 내 모임장소로 통제의 어려움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에 대한 이견 존재 자율성에 따른

활동 중지자율적 모임이라 참가독려가 어려움

정부지침에 따른 소극적·수세적 대응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른 제한 소규모·

소극적인

활동

돌봄 사업 참가자의 낮은 역량

비대면 활동으로 인한 소통 어려움 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려움 호소비대면 활동의 낮은 접근성

의료인과 방문진료 동행 시 자원 역량 지원 늘어난 돌봄

수요에 따른 대응

소규모·

적극적인

활동

방역물품 제작 및 제공

운영 자유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유연한 대처 가능 수평적이고

유연한 지원사업

수행주민 욕구 기반 지자체의 주민참여 사업 수행

건강자치력, 건강참여반 등 당사자성 기반 활동
조합의 핵심 가치

철학 이해
합의된 운영의지로 조합(원)자산 이용

신뢰 기반의 지역 내 근거리 활동

소규모 참여 인원으로 만족도 향상 및 관리 용이 활동의 질적 향상

지역의 대학과 협업하여 과학적인 피드백 제공
지역의 자원 활용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상호 협조

비대면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조합 내 지원과

지지
의료인 및 실무자의 소통 노력

조합원의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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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내용 분석

가. 미 시행 또는 중지

1) 감염우려 및 불안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민 및 조합원

들은 언론보도와 지인을 통한 점증되지 않은 정보 등 한정된 채널로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감염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외부활동 자제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지침을

처음 겪으며 기존에 해오던 주민건강활동이 위축되고, 대면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민건강활동에 참여한 조합원 및 주민은

대체로 중년 이상의 연령대이고 이중 일부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인구집단으로 불안심리로 인한 활동이 더욱 위축

되었다. 이에 더해 가족 및 주변인의 우려 또한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초창기 조합의 실무자의 경우에도 주민건강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건강활동을

중지시킨 후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 가족, 주변인 등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가족의 경우 외부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감염에 대한 본인과 가족들 주변인의 불안과 우려로 활동 빈도 및

활동 여부가 제한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환자와

조합원, 외부인의 동선이 겹칠 우려가 있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의료기관과

인접한 조합의 공간에서 건강프로그램의 운영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 55 -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모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모임, 킬트모임 등 자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중지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 HC3)

"아파트에 있는 노인 분들이 자식들로부터 나가지 말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안 나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자 HC4)

"주민건강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 건강과 자기개발 부분이라,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즘은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활동하는 곳과 의료기관이 붙어 있어 불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자 HC12)

2) 자율성에 따른 활동 중지

협동조합의 운영 특징 중 하나는 조합원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고, 조직이 운영되며, 그 중 건강자치력과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 예방중심 연대 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활동 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욕구가 표출되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활동 중

하나가 주민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건강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일부

조합에서는 코로나 19 시기의 운영 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직화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주민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견이 존재하였다.

이런 경우 건강소모임에 대한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돌봄 활동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정은 회의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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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되는 모임에 대해

조합원은 감염예방을 위해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실무자들이

참여를 독려하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희 조합이 운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협동조합들이 하는 주민

건강활동이나 조직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의

조직화가 더 어려워진 시기에서 억지로 조합의 재원과 인력을 써서 주민건강활동

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대한 조합의 다양한 고민이 존재합니다." (참여자 HC6)

"자발적인 소모임 등은 강제할 수 없어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돌봄활동의

경우 훨씬 근접거리에서 진행되다보니 스킨십이 생기고 직업이 아닌 이상 자원봉

사자로써의 돌봄이 강제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HC12)

나. 소규모 소극적인 활동 진행

1)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수행

사회적경제조직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권에서 다루지 않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과 영역에 대해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된 생활 전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때 활동에 대한 재원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사업을 통한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발굴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의

건강관련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환경에서 주민건강활동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수세적인 운영지침에 의한 일시적인 활동 중지 명령으로



- 57 -

인해 주민과 조합원의 방문돌봄 활동을 위축시켰다. 보건소, 복지관 등 지원

기관의 직원은 가중된 다른 업무로 인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안내가 지연

되고, 수직적 의사전달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소극적인 활동으로

귀결되었다.

지원사업의 중 정부의 시니어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자를 양성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돌봄 참여자의 경우 종합

적이고 주도적인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여 대상자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연락을 진행하는 것에 머물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하거나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사업이고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

부 지침에 따라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었다

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참여자 HC6)

“보건소와 함께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업의 대상인 보건소는 활동을 소

극적으로 진행하길 원하셔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HC4)

“코로나 국면에서는 대면 접촉 서비스도 필요한 데, 주도권이 저희에게 없고 노

인복지관이 하지 말라면 못하니까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

도 과제입니다.” (참여자 HC5)

2) 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려움 호소

�

한국사회의 사회운동의 동원은 운동단체의 참여가 개인적 친분과 연고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연고적 동원’이란 특징이 있는데(송호근, 1998), 이는 회원

간의 유대와 교류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어렵고 소통이 줄어드는 경우 기존 대면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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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Zoom, Webex

등 비대면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조합 내 주민건강활동의 주된 참여자는 중년

으로 비대면 회의나 교육 방식이 낯설고 비대면 활동을 위한 스마트폰이나 노

트북 등 기자재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 환경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런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비대면 방식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 연락으로 진행하였다.

돌봄 대상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있어도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아 비대면 활동에 대한 참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

조합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또는 조합원 주민 조직이 1:1로 지원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돌봄과 같은 대면이 필수적인 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지고 거기에

비대면 활동 또한 어려울 때, 전화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였으나 추후 어떻게

대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다.

“줌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소통의 문제가 조합에 굉

징히 큰 위기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HC4)

"모든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건 조합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봉사자 분들

이 중년이 많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에서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참여자 HC2)

"스마트 기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 저희가 대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

니다.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여자

H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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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규모 적극적인 활동 진행

1)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돌봄 수요에 따른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로 고립된 노인 및 장애인들의 돌봄 수요가

높아졌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함께 주민이 고립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것 이외에 집수리와 같은 환경적 개선 및

반찬 배달 등 식생활 지원 등 복합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보건의료적 처치 이외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반찬 등 음식 제공, 말벗

등 정서지원, 청소나 도배 등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은 활동을 경험한 조합원

들이 의료인과 동행하여 활동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1:1로 돌봄활동을

진행하여 조합원의 자원을 활용한 적극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품귀현상이 있을 때 조합

원들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바느질 소모임 등을 통해 마스크를 직접 제작

하거나 방역물품을 수급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분에게 의사 간호사 조합원이 직접 방문하여 치료와 지원

을 통해 식사도 혼자 챙겨 드시고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참여자HC1)

"원장님께서 기존에 방문진료를 하며 팀워크로 건강관리해주는 개념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민건강리더 3분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일

지 쓰고 소통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의료인은 아니지만, 건강이나 의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콜센터처럼 바로 연락할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참여자 HC6)

"마스크 물량이 없었을 때 주민건강모임 중에 바느질 모임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서 나눠드리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 HC7)



- 60 -

2) 수평적이고 유연한 지원사업 수행

�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조합원 및 주민의

건강활동 참여에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나 조건이 있지 않아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 조합의 실무자는 사업을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조합원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간

협업을 지향하는 수평적 관계로써 사업을 진행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활동에 적극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주민건강활동의 동력이 되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및 지원하는 재원에 대한 큰 제약사항이 없는 경우

자체 기준을 통해 주민건강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투입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다.

 “AA금융기관의 지원은 정략적 지표를 아주 높게 설정한다거나 사회적 성과를

억지로 내야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가 자체기준을 세워서 돌봄사업이나 팀 체

제 방문진료 사업에 투입하여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HC5)

"로컬랩 사업은 소규모로 범위를 좁혀서 하는 심화된 사업으로 좀 더 밀착되어

서 참여자와 대상자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 HC4)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중 주민들의 욕구에 의한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은 소모

임을 조직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재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참여자 H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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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의 핵심 가치 철학 이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비대면 활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건강활동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및 조합원의 특징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의 실무자 및 조직화 담당자들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함과

동시에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여, 관계를 통해 자기를 극복하는 것과 같은

핵심 가치와 철학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시 여겼다.

코로나19의 경우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 등의 심리적 문제와 및

신체활동 제한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경험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이 있었으며,

그 중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외부인과의 접촉에 부담이 있는 거리가 먼 외부의 공간이 아닌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에서 단지 내 이웃 등 신원이 확인되어 신뢰관계

가 형성된 소규모의 인원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의 경우 대상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다.

나아가 아파트 단지 내 거점공간을 마련한 경우 주민이 방문하기 쉬워 활동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소규모 인원에 한해 식사, 차 마시기 등 더욱 밀착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반활동과 공동체성 기반활동이라

는 핵심가치를 이해한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부

에서는 주민건강활동에 대한 지원을 합의하고 실무자의 참여 조합원 대상

소통의 노력과 지원업무를 진행하였다.

"건강모임을 구성하는 건 혼자 하는 것보다 모임을 구성하면 지속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라도 참여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친밀

감이 생겨 신뢰나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HC8)

“아파트 단지 안에서 걷기 모임을 하는데, 모임이 잘 됩니다. 또 우울감이 있는

분들은 잘 챙겨먹지 않는데 혼자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3명씩 아파트 내

거점 공간인 ‘마을 공간 카페’에서 1주일에 1번씩 점심을 같이 먹는데 만족도가



- 62 -

높습니다." (참여자HC3)

“안전한 동네사람들 몇 사람씩 모여서 걷는 모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

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짜고 있습니다.” (참

여자 HC12)

4) 소규모 활동의 질적 향상

코로나19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외부 운동시설과 체육시설의

경우 영업제한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과 같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 주민

건강모임 공간의 경우 조합원들의 전용 공간으로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이 가능하였다.

기존에 모임 1개당 10인 내외로 모였던 것을 2개로 나누어 5인 미만으로

진행하면서 1인당 공간 이용률이나 강사의 관심 정도가 증가하여 기존 대비

모임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규모 인원의 조직을 5인 미만의 소규모 인원으로 줄였을 때 활동

인원 간 의사소통결정과정이 용이하여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빠르게 모임을

진행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 내

소모임 이용 규칙에 대해 인원 과 관련된 규정을 한시적으로 수정하고

방역수칙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였다.

이런 경우 실무자들의 늘어난 주민건강모임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업무,

소통 업무가 가중되었다.

"주민 센터나 체육관 시설이 잘 되어 있음에도 조용하게 우리끼리 하려는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협동조합 병원에 가니까 조합원들의 사랑방이 있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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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하면

따라가기 바쁜데 조합에서는 1:1 과외처럼 할 수 있으니까 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여자 HC10)

"기존의 조합 내 소모임 운영규칙에서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바꾸

고 10명의 조직을 두 개로 나눠서 회장 2명, 총무 2명으로 만들었더니 더 기동

력도 생기고 가볍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HC11)

5) 지역의 자원 활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최소 500명의 조합원 수를 충족시

켜야하는데, 연구에 참여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최소

1,455명에서 최대 6,257명으로 평균 약 3,600명 정도이다.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명의 혜택을 세대 구성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민간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시 포함되거나 기초자치단체

의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센터, 복지관,

대학교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건강활동의

경우에도 지역의 대학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방문진료의 동행하는 등 호혜

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주민건강활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의 주민 대상 보건교육을 포함한 보건

사업 수행 시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호 협조하여 혈압, 혈당

측정과 같은 기본 건강 지표 측정과 건강교육 이수 등 주민건강활동과 연계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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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내 고당등록교육센터에 조합원과 조합의원 이용자들 중 필요한 사람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가 미션을 성공하면 인센티

브를 줘서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자 HC9)

"OO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연결해서 근거 중심 기반의 운동 방법을 비대면으

로 설명하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HC7)

"작년에 의료기관 실습이 거의 이루어지 않아서 OO대학교 보건계열 학생들 중

일부가 왕진 시 동행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 HC 6)

6) 조합 내 지원과 지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축소되고, 비대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소모임의 경우에도 각자 활동한 후 SNS를 통해 실적을 서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상호 체크하는 방식으로 건강소모임의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때, 비대면이 낯선 조합원들에게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는 등의 조합의 지원이 있는 경우 소모임활동을 적극적

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조합원 주민건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모임 대표 모임을 갖거나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 초기에 조합원

들이 불안해할 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 의사 등 의료인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주민건강활동을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지지활동 및 소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경험이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이후에도 스스로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창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이 조합원의 창업을 지원하여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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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계속 건강모임을 통해 조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

로 모이지 못할 때 바로 Zoom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건강리더 협동조합에서 돌봄활동가를 연결하고 기기도 대여하여

건강모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HC6)

"소모임 중 돌봄활동을 진행해온 건강리더분들과 함께 2020년에 건강리더 협동

조합을 만들었고, 심리상담 소모임과 먹거리 관련 소모임을 각각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주민 중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겐 심리상담 협동조합을

연결해드렸습니다." (참여자 H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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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 방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중 건강소모임과 돌봄활동, 건강교육과 같은

주민건강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 빈도는 조직 내 이사회 또는 위원회와 같은

다른 활동에 비해 낮은 편이나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가치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표 5. 코로나19 이후 주민건강활동 활성화에 대한 결과

요인

범주
적극적 활동의 특징 방법

내부적

요인

감염 우려 및 불안 해소 의료인 및 실무자의 적극적인 소통

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려움 해소 조합의 교육 및 지원

조합의 핵심 가치 철학 이해
실무자의 소통 노력 및 참여

조합원의 역량 강화 교육

외부적

요인

수평적이고 유연한 지원사업 수행 지원사업 시 운영의 자율성 담보

지역의 자원 활용
대학교,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자원과 협동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코로나19 감염 우려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과 소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갖춘 활동을 육성하는 등 조합 내 자발적 해결방안의 모색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합원에게 스마트폰 활용 교육, 스마트 기기 대여 등 주민건강활동의

비대면 활동 접근성을 강화하여 비대면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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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민과 조합원에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주변을 돌보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조직사업에 대한 담당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조합원의 건강 활동의 관리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건강활동으로 육성된

조합원들에게 경증의 심리상담이나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조합의 내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 중 외부적 요인으로,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사업 수행 시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사업에

대한 규제나 지시를 줄여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한다. 보건소와 복지관과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일부 사업이나 서비스

또는 지역거점공간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보건소의 주민건강활동 지원 기능과 복지관의 주민

돌봄활동 지원 기능이 축소될 때 공공성이 보장된 민간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대학과 협업

하여 주민건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컨텐츠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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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찰 및 결론

1. 고찰

가. 방법론 고찰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이다. 문헌고찰은

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과 코로나19와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조합원 중심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지향하다보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경우 자료 수집에 부분적인 제한점이 있었다.

유럽, 북미, 아시아 등 해외 의료협동조합의 특징과 사례를 서술하여 우리

나라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하였다. 이 때 각 국가별 의료협동조합은

정치적 요소와 의료보험제도, 문화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의

의료협동조합의 경우 정체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공부조

형태의 협동조합의 특징이 있었으며, 북미의 의료협동조합의 경우 규모의

확장을 통한 영향력 증대의 소비자 협동조합의 성격이 있었다. 아시아의 협동

조합 중 싱가포르의 경우 노인 돌봄에 대한 분야에 특화되어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유사하게 공동체적 문화에

기반한 소비자 생산자 복합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보건 사회적 상황에 대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미친 영향으로 분류하였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외 국내 대응

활동에 대해 정리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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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자의 경력과 배경의 차이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주민건강활동에

대한 관점이 보건학적 관점, 사회운동적 관점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활동에

대해 실무자가 개입하는 적극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의 경우 주민건강활동이 본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

므로, 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편향성이 있을 수 있고,

면담조사자의 미숙한 면담기술과 자료의 분류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과 선호가

개입되어 더 중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음이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이다.

나.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소모임, 돌봄

봉사활동, 건강 교육 등 주민건강활동의 실태를 알아 본 후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확인 된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적 요인은 비대면 활동 시 조합의 지원,

건강자치력 향상, 상호호혜적 돌봄과 같은 조합의 핵심 가치와 철학 공유,

조합원 대상 소통 확대 등 조합 내부적으로 필요한 노력 등이 있다.

외부적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돌봄 수요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

사회 자원와의 수평적 협업과 지원사업의 자율적 운영, 지역의 대학과의 협력,

주민센터 및 복지관의 자원 활용을 위한 상호 협조, 사업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과 참여에 대한 연구는 의료

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성과 지역화에 관한 연구(박혜린, 2019), 의료생활

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광묘, 2013). 등과 같이 포괄적

활동을 알아보는 주제의 논문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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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활동의 지속 부분과 건강자치력 향상

및 상호호혜적 돌봄과 같은 조합의 핵심 가치 준수 부분에서 각각 일치하였다.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제한된 상태에서 주민건강활동이란

특정 활동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방역지침 준수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이때 ‘사회적’의 의미는 전통적 의미의 지지와 보호의

개념이 아닌 외부 위험요인으로 재의미화 되어(김홍중, 2020), 주민건강활동에도

위축을 가져왔다. 사회적으로는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였고, 복지관과 보건소의

업무가 폭증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탓에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이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돌봄

활동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건강활동의 실태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불안 및 감염 우려에 대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활동 중지가 아닌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내부의 합의로 언제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상호 신뢰관계가 있는 지역 거주지 중심의

외부활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봉사활동, 비대면 건강 소모임 활동 인증

등의 방식으로 재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소통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

경영공시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를 받는

공공성이 보장된 비영리단체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대학, 지자체,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자원과도 상호적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의 보건

계열 학생들의 실습 경험 제공을 위한 방문진료 동행이나 복지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활동 등 보완적인 활동을 민간단체로써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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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6개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의료인의 방문진료를 통해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었다. 또한 주민건강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료법』 3조에

따른 행정규칙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제5조 의원의 표준업무 중

2항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와 3항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의 항목을 충족한다. 이는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질병의 예방활동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라는 가치관에

더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주변을 돌보는 철학에 동의하는

조합원의 경우 주민건강활동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었다.

끝으로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향후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하여 비대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무자 또는 조합원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비대면 활동을 위한

장비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비대면 활동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이는 사회

복지분야와 교육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국회입법

조사처, 2021; 강명원, 2021).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조합별로 특성이 상이하며, 특히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주민건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요인들도 일부 도출되었다. 추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 조합원 당사자가

생각하는 주민건강활동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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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에서 조합원이 주민건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인에 대한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으로 첫째, 조합원이 조합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광묘, 2013;

장덕순, 2015).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주민건강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참여

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당사자성의 문제와

돌봄의 수요 증가로 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 사회적거리두기 등 국가의 방역지침 준수로 의료

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주민건강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돌봄 수요는 증가하였다. 코로나19는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활동을 재개함에 있어서는

조합의 특성과 활동 참가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각각 미 시행, 소규모 인원으로

소극적 시행, 소규모 인원으로 적극적 시행의 특성으로 나타냈다.

둘째, 활동을 재개함에 있어 조합원과 직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선행되었다.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 요인은 코로나19의 감염위험, 추가

비용의 발생 등의 부정적 요인과 활동 재개를 통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와 체력저하 등의 신체적인 문제의 극복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었다. 부정적 요인 중 감염요인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나눠서

부담하거나 조합에서 지원하는 자체조달 방안과 외부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외부지원 방안으로 해결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소통,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조직의 내부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여러 자원과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과 지역사회 내 갈등과 같은 다른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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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한 위기대응과정에서 보였던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갖고 있다(이우

형, 2020).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많은 개인들은 자율성을 침해당했으며,

특히 일부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돌봄 실패를

경험하였다. 허라금(2014)은 관계적 자율성 접근을 통해 자기통치로서의 자율성

에 결정을 미치는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재필(2021) 또한 관계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집단감염 형태를 주목하고, 시민을

가해자인 격리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인 잠재적 환자로서 대우하여 사회적

조건들의 개선책임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시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주민

건강활동은 Jennings Bruce(2017)의 연대성 구분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돌봄을 통해 연대와지지 활동을 하고, 이웃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건강

활동을 통해 서로 돌봄을 실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건강생산자로서 스스로

연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할 수 있다.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조성하고 수익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두 가지 요인은 보건의료 주민참여의 정의와 전략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

에서 건강리더와 같은 주민의 조직화,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돕기, 주민참여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같은 요인과 일맥상통한다(김용익, 1992).

셋째, 주민건강활동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참여자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

였다. 초기 조합원들이 출자금만 내고 활동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소모임

컨텐츠를 지원하고 소규모 활동으로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그 외 교육프로그

램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거점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는 여타 다른 협동조합인 에너지협동조합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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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참여프로그램 개발과 거점 공간 마련 등 조합원 참여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최승국, 최근희, 2018).

소모임에서부터 시작된 활동을 발전시켜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에서 창업을 지원하여 심리상담, 돌봄, 식생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을 빠르게 확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숙련되고 검증된 의료계 종사자와 숙련되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거의

없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과업 전환을 보완적 활동으로

장려한다(WHO, 2008).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시대에 자원이

적은 경우 과업 전환을 통해 일차의료와 지역사회기반의 코로나19 의료적 제공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단순화, 분권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적절한 중재 결정과 법, 정책 등 규제 요소 파악, 수행 계획과 관리를 위한 평가

방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CDC, 2020).

넷째, 조합원의 주민건강활동에 대해 유 무형적 지원과 실무자의 관리의

필요성이다.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과 멀티미디어 매체의 사용

빈도는 증가하는데 대체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의 특성은 연령대가 높아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장비가 없는 조합원에게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대여하는 등 물

질적 지원도 뒷받침 되었다. 또한 소통과 관리를 위해 실무자는 조합원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내용이 동일하다(문선미, 강소영.

2016).

다섯째,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성격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유연하며, 지원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때 주민건강활동에 대한 운영을 적극적이고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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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

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말고 활동을 수행하지 말라는 지원기관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지침을 강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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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심층면담 질문지

시작 질문 : 
“본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 근무지 및 경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도입 질문 : 
“조합원 및 건강리더의 주민건강활동을 지원하며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은 무
엇입니까?”

전환 질문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과 변화된 근무 환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민건강활동은 어
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주민건강활동은 어떤 모임입니까?”
“주민건강활동은 대체로 어떻게 운영되나요?”(경제적 운영 및 정치적 운영 모두)
“조합원들이 주민건강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는 주로 무엇입니까?”
“주민건강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조합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핵심 질문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건강 활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
습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조합원 및 건강리더의 주민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
움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이후 대면 혹은 비대면 건강활동 진행 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지속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및 비대면 상황에서 조합원 및 건강리더의 주민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데 겪는 어려움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코로나19로 변화된 삶의 양식이 지속될 경우 조합원 및 건강리더의 주민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떠한 노력이나 전환이 필요할까요?”
“조합원들이 주민건강활동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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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내용은 연그결과를 도출하게 된 주요 면담내용 위주로 수록하였다.

● 동일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은 중복 게제하지 않았다.

● 성명은 익명 처리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지역이름, 제3자

이름 등)는 OO 처리하였다.

● 면답자의 응답 문장은 존칭과 평서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달에 객관적 입증

을 두기 위해 문장어미를 ‘~(이)다’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부록2> 심층면담 내용(요약)

참여자 1. (면담시간: 57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소모임의 경우 자주 모이는 경우 주 2회 모이거나 월 단위로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

다. 작년에는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올해도 체감상 크게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강소모임이라 활동이 많은데, 거리두기 지침때문에 활동자체가 어렵습니다.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는 모임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건강걷기 모임

의 경우 SNS 통해서 비대면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소모임의 경우 제안은 조합원이 하되, 모집부터 시작해서 신설하는 과정

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뽑혀지기 전까지 웹자보 만들기, 전체 조합

원 대상으로 가능한 분들을 추려서 문자를 보내서 홍보하는 등 사전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그 쪽에서 연락이 오면 조합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안내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

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적으니까 신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만, 이번에 신설되는 모임은 요리 모임인데 중년 남성들이 모여서 요리하는 모임을 

진행 예정입니다. 모든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조합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

다. 비대면 교육으로 다 진행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아카데미 진행 시 코로나가 너

무 심해서 네이버 밴드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고, zoom으로 진행을 할까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Zoom 은 소통은 가능하지만 교육은 어려워 밴드

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 볼 수 있어서 장점도 있었습니

다. 3건 정도 진행하였고,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비대면으로 교육하

였습니다. 밴드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봉사자 분들이 중년이 많으시

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어플 설치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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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오래된 소모임은 체조 모임이 25년으로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독특하게 지부

모임이 있고, 100명 정도의 인원이 12개의 지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균 월 1회 만

남. 건강관련 활동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내 건강을 활동하여 한 달에 한번 씩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모

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모이고, 지부모임은 조합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

임이라 검사나 교육을 조합에 요청하면 조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

사 선생님에게 혈압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요 등.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많이 듣게 되니까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의견을 세세하게 듣는 기

회가 적지만 지부모임을 통해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초와 

연말 1~2번 평균 인원은 10명 내외로 만났습니다.

  조직도 조직위원회가 있고,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허용하였습니다. 필요한 돌봄 영역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고 조직활동은 

소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지침에 의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체조모임같은 경우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의미도 있고 해서 자력으로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모임이라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자력으로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강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임빼고는 자체 회비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건강소모임이기 때문에 건강신체, 건강정신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나눠져 있고, 기

타나 노래교실, 기타 몸펴기, 관심사에 따라 활동에 참여합니다. 계기라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소모임이 활성

화 되어야 조합원들이 잘 뭉쳐서 올해는 5개 정도 더 개설하려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가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하자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

부터 늘리자고 해서 현재 5개, 10명 내외로 구성. 현재 3개는 진행 중이고 2개는 계

획 중에 있습니다.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의료사협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분들이 많이 활동하

고, 내가 의료사협을 사랑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출자도 하고 주변에 추천도 하고 

내 가족도 개인적으로 출자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안내합니다.

  조직은 일단 우리가 평균 연령대가 5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비대면 활동이 굉장

히 잘되는 조직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체계는 아니어서 이게 비대면으로 연락할 경

우에 굉장히 반응도 늦고 사실 모여야 이야기도 하고 뭔가 참여도 더 이끄는 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끔씩은 이제 다들 코로나에 익숙해져 있고 

비대면으로 활동들을 다른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나마도 웹소식 같은 거를 열어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후 개선이 안 

되면 비대면 활동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만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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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비대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익숙해지도록 많이 접하게 해야할 것 같아

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

대면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데 출자금을 모아야되는 것 자체가 이걸 계

획을 세우다 보니 비대면은 어렵고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해보니 1:1 로 만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서 일단 최대한 적은 규모로 반복적으로 만나고 활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임이나 소모임이나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규모가 적게 대

신에 좀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10명을 3번에 나눠서 만나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만났습니다. 

  만날 수 밖에 없으니까 단위를 작게 해서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여자 2. (면담시간: 60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돌봄활동은 돌봄의 요구도가 많았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계신 독거어르신에게 지역 내에 있는 봉사자 분들이 돌봐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한 후 반찬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외부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서 외부활동을 못하는 분들

을 대상으로 반찬과 정서지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20명 정도 참여했

습니다. 최대한 방역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를 파악했습니다. 예: 집수리 등 진행. 

방문진료 진행. 

  잘한 케이스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가족이 신청하였습니다. 가

족이 부모님이 집에 계신데, 낙상으로 인해서 아예 걷는 것을 포기 누워만 계셔서 의

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보니 대상자 분이 삶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매번 가면서 

치료와 개입을 통해 2달 이후 식사도 혼자 챙겨드시고 집 근처에 거동이 가능했고 이

런 사례를 통해 방문진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OO구청과 함께 방문진료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새롭게 시작된 성과라 할 수 있습니

다. 반찬배달을 진행하였고, 외부의 사업비로 처음 시작했지만, 사업비가 끝나면 외부

지원이 끝나면 지속하기 어려운데 참여하다보니 사업이 끝나면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어 봉사자들이 일부 후원하고 기관에서도 후원하여 후원금으로 반찬배달

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OO구에서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돌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잘 되고 있으나, OO 지역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만, OO구에서는 의료사협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죽 사업, 방문

진료 사업, 동행이동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달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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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에 의

해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달인은 조합원 및 주민을 위해서 기초건강체크(혈압, 혈당)를 할 수 있도록 교

육하고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지를 해석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초기

에는 일정을 빡빡하게 짰지만, 코로나로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코

로나가 잠시 풀렸을 때 주민센터에 있는 일자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코

로나 초기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 혈압혈당 체크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하게 

되어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

아하다보니 2021년에도 진행 요청이 왔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게 되어 보람이 있었고, 건강체크가 의료진이 같이 나가야 

해서 의사 간호사가 함께 나가며 관계개선도 되고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돌봄활동은 반찬배달 하시는 것은 1주일에 1번씩 6개월 간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아카데미는 6회차로 3번 진행하였고. 반찬배달은 2주일에 1번, 영양죽은 1주일에 2

번씩 대상자는 약 20명 정도되었습니다. 

  반찬나눔은 2020년에 처음 시작함. 2019년에 사업 제안을 하고 목표치는 맞춤. 기

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독거어르신의 경우 안 드리면 혼

자 먹기 어려워 방역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심각 수준에 맞춰

서 참여인원을 조정하고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오셔서 반찬을 

가져가셨고, 체온체크를 전부 진행하며, 봉사자 분들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의 진행에 대해 직원들과도 이야기하고 저희는 지역통합돌봄위원회가 따로 있

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9분이 계시고 위원회가 매달 진행되어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

해 판단을 했고, 실무자와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분

들중에서도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봄의 경우 원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면 사업의 경

우 사업비를 받았어도 포기하는 곳이 많았는데, 의료사협의 경우 성과를 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제안을 하고 올해 또 비슷한 

사업에 선정되었고, 의료사협은 변경하지 않고 나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 모금회에서

도 공감하였습니다.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은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5명으로 같은 

사람이 진행하였습니다. 

  건강한 마을만들기 지역주민 욕구조사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건

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서 의료사협이 할 수 있는지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중에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사협 건물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새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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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CMS 출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

심이 곧 경제적인 참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굳이 찾자고 하면. 그리

고 경험도 대의원이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대의원의 의사결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죠 약 

118명 정도 있는데.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런 기억이 좋으신 

분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

습니다.

  건강리더의 경우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실무자와 건강리더간의 소통도 당연한 거지만, 건강리더 간에 소통도 당연히 필요하

고 건강리더와 대상자 간 소통도 필요한데 그 소통이 잘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주민 

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에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서

로 많이 보면서 부딪치고 해야지 소통도 잘되고 보다 더 끈끈한 감이 생기는 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서로간의 소통의 부재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리더분들의 경우 인원을 나눠서라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

다.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같은 것을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돌봄 활동은 본인이 보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람을 찾으니까 후원도 하

시는 거고. 같이 하시겠다고 간식도 싸오시고 대상자 분들에게 주겠다고 꽃도 사오시

고 선물도 사오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시는 거고 우

리가 초반에는 사업비가 없어도 대상자분들에게 반찬배달을 계속 하려면 기관에 갖고 

있는 후원금 만으로 사용하기 어려울텐데 조합원들에게 오픈을 해서 후원금 모집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 조합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참여할 거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할 

거라는 생각 하에 제안하려 했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내가 조합원비를 낸 곳에서 출자한 곳에서 출자금 중에 아

니면 내가 후원한 후원금 중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그것도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주변 이웃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의 과장님이 먼저 의료사협을 두드리셨습

니다. 그 분이 자주하는 이야기가 OO구에 의료사협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의료사

협과 돌봄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OO구에 살고 

있으면서 의료사협이 병원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협동조합이나 복지를 하는지 몰

랐고 어느 일을 하는 지 들어오기 전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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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네에 있다는 걸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도 노력을 해

야겠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여러 사업 및 돌봄 사업을 하며 영역을 넓혀가면서 주변에서 많

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주변에 의료사협이 있고 이런 일

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로 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여자 3. (면담시간: 51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우리가 실은 소모임이 따른 의료사협에 비해서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나마 잘되는 거는 소규모이지만 쭉 진행되었던 모임은 산행 소모임, 둘레길 

걷는 것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나머지 모임은 잘 안되고, 일단 모이기가 어려우워서 

작년에는 소규모로 4인 해서 킬트모임, 장애인들끼리 하는 명상 모임 등을 했었고 예

전에는 영화모임을 했었지만 요즈음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수가 없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게 아파

트 단지 안에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 어르신들을 상

대로 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안에서 모임을 하니까 훨씬 더 응집력도 있고 모임이 

잘 됩니다. 코로나 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건강

하신 분들이야 뭐 혼자 산에도 가고 하천도 걷고 이렇게 하지만, 약간 건강이 상대적

으로 허약하신분들은 멀리 나가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집에만 있다가 어딜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우울감이 생기시고 신체적으로는  

다리의 근육이 풀리니까 신체적으로 안 좋아 지는데 우리가 시작한게 아파트 단지 안

에서 걷기. 그래서 아파트 자전거 도로 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데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자로 걷는 라인을 타고 발로 걷게 하는 바르게 걷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나오시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15명에서 20명 이상 다른 아파트에서도 오시고, 그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모임은 지금 잘 되어가지고 올해는 두 단지로 단지 하나를 확장해서 지금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소규모로 하는 건데 우울감이 있으

신 분들을 대상으로 4명 정도 지도하는 분까지 5명인데 우울감이 있는 분들을 이제 

상담하고 같이 걷는 것 하고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 또 하고 있는

데 이것도 좋습니다. 동화책 읽어주는 모임이 있는데 이것도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2명, 3명 점심 때 1주일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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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때 행복한 밥상이라고 해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우울감이 있으

신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밥 먹는 걸 잘 챙겨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드시는게 

싫으니까 밥 먹게 되면 하루에 그냥 한 끼를 다 몰아서 드시고, 이러시는데 어쨌든 

같이 나와서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참여하시는 분

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실천단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단은 9명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혈압혈당 체크해서 건강체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8주 과정으로 먹거리. 스트레칭, 명상 또는 그런 자기 신체에 대한 이해 

그런 강좌를 겸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이해 변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운동

을 이론과 생활로 연결시켜서 같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령층은 50대에서 60대 다

양합니다. 

  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그것도 요 O단지 안에서 화단, 나무에 

대해 이해하고 생태와 관련된 나무를 이해하기 그래서 그 분들한테 나무에 이름 붙여 

주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화단에 꽃 심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환경

활동 지킴이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과정으로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넓은 영역에서 소모임을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밀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규모를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지

금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조합의 대면 행사를 다 못했으니까 코로나 때 그나마 우리가 

했던 활동은 안부 묻는 전화를 했습니다. 

  초기에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 작년 초기에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필요한 게 

뭐냐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때는 마스크가 없을 때였는데, 받기도 어렵고 해서 마스크

를 요청을해가지고 여럽게 수소문해서 마스크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키트를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20명 정도 전달하려는 사업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 돌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

러 진행하고 있는 모임에 지원해주는 역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모임 여

러 가지 소모임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반찬나눔 독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고 계시고 

독거 어르신 집에 가서 말벗 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 건강돌봄학교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건강돌봄학교 

출신과 일반 지역 분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건강돌봄단을 만들고 이분들을 상대로 해

서 건강실천단을 실제로 하며 자기가 체감하여 각종 건강 소모임에 들어가서 지원역

할을 해주고 건강리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거는 OO의 경우 OO산이 있고 OO천이 

있어서 지형을 이용한 OO산 밑에 OO정원이라고 있는데 걷기 모임을 수, 금 걷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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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그것도 코로나 이후에 어르신들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

에 15~20명, 하천도 5명 정도 걷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인 사람도 있지만 

지역 주민이 더 많고. 아파트 안에서 하는 모임도 조합원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습

니다.

  아파트 안 걷기는 외부의 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조합원들이 자신이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또 자신이 돌봄을 하는 주체로 사람들을 자기 경험을 그렇게 가져가게 

해서 건강실천단도 하며 각종 모임에 지원자로 활동하는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 증진활동과 지역돌봄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강증진활동일꺼라고 생각이되고 그게 지

역사회를 돌보는 활동으로 봅니다.

  주민건강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특징은 조합의 취지에 동의한 조합원들이 중심

이 되어서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또는 돌봄을 하는 것

에 대해 하고 싶다는 동기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두 가지 정도입니다.

  현재 가동이 되는 소모임은 바르게 걷기, 둘레길, 산행, 일본어 소모임, 동화책 그 

정도가 가동되고 있고 원래는 영화모임, 댄스모임, 장애인들 자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모임은 1주일에 한번, 산행은 한달에 한

번, 코로나가 끝나면 모일 것입니다. 명상 모임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장애인은 장애

인 중심으로 하는 명상모임, 킬트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데, 

조만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0단지 안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마을 공간 카페라고 칭하는데, 조그

만 방을 사무실로 쓰고 큰 방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카페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도 마시고 밥도 거기서 행복한 밥상도 거기서 밥을 먹습니

다. 0단지 안에서 아까 이야기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0단지에서 그 단지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전반

적인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멤버들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사람들의 상당부분

이 이제 건강복지분과라고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쪽 사람이 거기 위원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멤버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중심으로 운영도 하고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동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을 연결해보려고 분과가 만들어진지 얼

마 안 되었습니다. 시범 모델들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프로젝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

까 3개 정도 프로젝트를 끌어들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짜서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쓰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과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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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고, 구와 잘 이야기 해서 내년에 확장되기 위한 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계획

이 있습니다.

  의료사협의 핵심은 다른 데와는 달리 건강의 주체자로 나서는 것을 핵심적인 철학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료의 대상이 아니고 건강증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가 자기중심으로 자기 건강력을 키워나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조합원들이나 건강리더에게 당신의 건강을 당신이 스스로 키워낸다라고 하

는 관점으로 건강의 주체자로 나서게 하는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것을 기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가 스스로 경험들

을 주체로 나서서 하는 경험들을 하게 하고 주인으로 나아가는 걸 지향으로 하는 활

동 또는 그것을 하는 거가 의료사협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지역돌

봄을 이야기하면서 호혜라고 하는 서로가 호혜적 관점에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호혜적인 관점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단위나 봉사를 하는 일방적으

로 내가 무엇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서로가 호혜적인 관계

로 하겠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관계망을 만드는거여서 서로돌봄의 가치들을 갖고 있습

니다. 교육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애인을 상대로도 하고 일반 사람들을 대

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기부 받아서 우리가 지역에 기부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주변사람들을 살펴서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맺고 진짜 필요한 사

람들에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돌려서 주는 경험을 하고 관계 맺기 하는 경험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니까 주로 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땀나는 

일들을 하니까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 많이 드렸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준 건 필요 없고 몇 명에게만 준 것들을 확인 받아서 나중에 기록하

려고 갖고 있는데 마스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눠주게 한 것도 주변의 

사람들을 찾고 발견하고 또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유효하게 작용했

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의 특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렇기 때문에 의료사협이 하려고 하는 취지와 딱 들어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

협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마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건

강하게 만드는 관계 관계라는 건 소모임일수도 있고 소모임이 아니면 일상적으로 차

를 마시든 뭔가를 같이하는 협동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지향하는 거 인데, 코

로나 시대에 OO조합도 지역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관계하고 하는 그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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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만드는 거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걷기를 하면서 서로 처음보

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겁니다. 그 단지안에서 살았음에도 서로 몰랐지만, 그렇게 

알게 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어느 분은 자기가 여기 오래 살았지만 아파트 사람들

과 인사할 계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 모임을 통해서 인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어느 한분은 자기가 살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차를 

마시게 하고 집을 자기가 오픈하겠다 하였습니다. 혼자사시는 분인데 그건 큰 진전입

니다.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차를 한잔 하는게. 그래서 생활 안에서의 

밀접한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어서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아주 유용한 그

런 조직 방식 중에 의료사협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들이 되니까 생활 속에서 실은 이제 저희

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건 아파트 

단지 안에 노(老)치원을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데이케어 형식으

로 왔다가고 이런 거를 편하게 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도 이용을 못하니까, 어르신들

은 되게 답답해하시고 하체근육도 많이 빠졌는데, 걷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러는 

겁니다. 예전엔 앉아서 바지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서서 바지를 입을 정도로 하체 힘

이 생겼다고 그만큼 어쨌든 체력이 좋아지는 경험을 자기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요 사업도 O

O구 협치의제로 올려서 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지역 안에서 그런 모델들을 찾고 만들고 확산하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요런 

거를 중심으로 어쨌든 구에다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것을 요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나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활동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오는 의료에 대한 불안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없을겁니다. 

모르는 의료기관에서는 치과나 한의원에서는 돈 때문에 약을 먹어라고 하는 건 아닐

까 의심하게 되는데 최소한 조합원들은 그런 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조합활동과 관

련하여서는 어쨌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니

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만족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중에 돌봄이나 활동들을 하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교류한다는 것이 큰 행복이자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한사람들이 서로가 선한 의지로 선한 활동과 선한 관계로 서로간의 돌봄들이 생활

의 관계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조합원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

인의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에 가기엔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은데, 여기서는 눈치 

안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98 -

참여자 4. (면담시간: 50분/ 면담장소: 비대면 zoom)

  조합 내 사회공헌팀에서 50+재단의 프로젝트를 조합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은 지금 조합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중지가 되어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

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댄스가 있었어요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고, 1년이 넘어가니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잠정적으로 멈춰있는 

상태로 우리 조합은 특히나 소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했다기 보다는 위원회 활동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경영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이지는 않고 줌으로 참여하고 있죠. 

지금은 제가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경영위원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

만뒀고, 사회공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육도 하고는 있지

만 정말 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한 두 번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거리두기가 심화되면 또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날잡는 건 더 어려

웠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건강생태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태계 사업에

서 교육활동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OO시 로컬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랩의 경우 작년에 활발하

게 활동을 했고, 돌봄활동은 주로 로컬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건강생태계의 경우 

새로운 팀을 꾸려서 하다보니 활발하게 활동이 벌어지진 못했습니다. 방향잡고 이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보건소와도 활동을 소극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해서 제

약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생태계 같은 경우엔 소극적인 활동을 했었고 로컬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돌봄활동을 우리 조합 앞에가 그 0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7평 13평 이런식의 

임대아파트로, 그 분들 실태파악을 하고 올해가 3년 차인데 로컬랩같은 경우는 주민

들하고 밀첩도가 높아졌습니다. 

  콩나물 기르기도 하고 걷기 바르게 걷기 운동도 하고 우울모임도 하시고, 바르게 

걷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하는 일이 구요 1주일에 두 번씩 둘레길 걷기는 그 분들 

보다 몸이 좀 더 좋으신 분들이 하십니다. 둘레길 모임도 따로 있고 로컬랩 활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OO시 마을지원사업으로 로컬랩의 경우 예전에는 건강생태계사업이라든가 찾동같은 

경우 굉장히 넓게 퍼져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보면 로컬랩 사업은 좀 

더 심화된 사업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O단지 그러면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좀 더 밀착되어가지고 범위를 좁혀서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입을 볼 수 없고 서로 손도 잡아볼 수 없고 같

이 밥 먹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몇 명이상 만나지 마라 하다보니까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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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면 한명이 올수도 있고 한데 눈치가 보이거나 걱정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만날 

때 방역지침에 따라 굉장히 예민하고 다중 시설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데 그런 분들까지 수용하기 어려워서 따로 이야기한다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 밖에 없

고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노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식들로부터 나가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에 의해서 일이 발생하면 그런 부

분에 대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걱정하는 노인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안 나오

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침에 바르게 걷기를 하는데, 1년 동안 쭉 진행을 하면 좋

겠지만, 쭉 이어서 할 수가 없어서 11월, 12월 이런식으로 끊고, 다시 3월달부터 새

롭게 시작하게 될 때,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서 걷기 모

임을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쉬다

가 나오셔서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

락은 전화나 주로 단톡방을 활용해고, 연세들이 70대 80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단톡방에서 문자를 비가 온다거나 하면 못하는데, 전날이나 아침에 취소가 되

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보시나 하고 걱정을 하는데 거의 다 보시고 있습니다. 주민

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걱정꺼리를 덜어줬습니다. 

  아침에 걷기 화요일 목요일 마다 하는 것, 둘레길 등 거의 외부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공헌팀이 주기적으로 할머니들 말벗을 해드립니다. 2사람이 안심

주택에 기거하시며 1주일에 한번씩 2분의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고, 말

벗지원. 할머니들이 달걀을 산다거나 약을 사야한다거나 등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 

사다드리는 것을 지원해드립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론 혼자서 먹으면 

밥맛이 없음.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우울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 그러면 잠깐이라도 한 끼라도 밥상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간단히 밥을 차리고 만

들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임입니다. 오픈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합

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할 수 없어서 정해진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식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들 중에서 그만 둔 이사분들이 포함되어있고, O단지 아파트 내에서 로컬랩 활

동을 하면서 발굴되신 분들이 사회공헌팀으로 합류되어 있고, 그 중에서 통반장을 하

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에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하셨던 분들이 합류되어 계신 것 같습니

다. 50+재단 로컬랩 활동으로 소정의 활동비가 나오고.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조합

원은 4명, 조합원 아닌 분들이 5명이지만 곧 조합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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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활동의 특징 소모임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댄스라 그러면 춤을 좋아해야 하거나, 춤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 싶은 분들 사실 공간이 없어서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조합 내에서도 사업소 

로비에서 사실상 댄스모임을 했었는데, 사업소가 일이 끝나고 난 이후 시간에 진행할 

때, 강사 또한 주변에 아는 분을 섭외를 해서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참여

해주셨습니다. 댄스를 가르쳐주셨을 때 조합원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새로운 사람

들이 와서 활성화되기를 원했지만, 거의 조합원이거나 직원 조합원들 댄스 모임을 열

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해보

면 공간의 문제가 가장 컸다. 일하는 곳과 소모임 활동을 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면 

집중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활동하는 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의 특징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고 정말 어떤 식으로든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

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사람을 대할 때 진심, 따뜻함이 가

장 큰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준비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하나라도 따뜻하게 밥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 걷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

니다. 아침 9시 30분까지 가야하는데, 갔을 때 어르신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가

장 기분이 좋습니다. 바르게 걷기를 하고 근력운동을 하고 마무리 운동을 하고 하는

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부분 그냥 함께 하는거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

한 미안함 부족함을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운동

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같이 운동을 하다보면 음료라도 나누고 밥

도 한끼 하면서 고충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 지 들어보고 싶기

도 한데 그렇게는 어려웠습니다. 

  운동으로만 관계 맺는 것에 대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결관리는 아침마다 

하고 있고, 이름표에 본인 싸인이 들어가고 온도체크와 함께 그렇게 되고 있어 출결

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이는 것에 대

한 공포, 왠지 꺼리는 그런 문화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합활

동이 어려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고, 줌으로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으로써는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조합원들과의 소통

의 문제가 조합에 굉장히 큰 위기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조합이 여

러 가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대의원 방에 조금씩 올라가서 활동

하고 있는 것들이 사진으로 계속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진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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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합에서 하는 교육에 계속 참석을 해야 관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

이 계속 되었을 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그거에 

대해 계속 모르고 있는 상태로 가서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가 큰 걱정꺼

리입니다.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려 나가야 될 때, 사업을 벌려 나가는 것은 조합

원들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하는데, 저희가 액션이 있어야하고 교육이 

있어야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공감을 할 수가 있겠나 하는 것들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O단지 로컬랩 담당자

가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옆에서 보면 올해가 사업 3년차 마지막 해인데 

3년차가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러하지만, 항상 무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사업

을 벌려 나가야 하는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건비일 것

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일들이야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일을 벌려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쓸 수 없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데, 집에만 있을 때는 사회활동이라

고 하기 힘듭니다. 사회 속에서 움직여야 여러 이슈를 놓치지 않고 나 또한 발 맞춰

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활동과 관련해서도 조합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건강지식도 그렇고 혼자서 할 수 없던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스

스로 찾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조합의 이익이다. 조합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조합원이 되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 치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몸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가 큰 이익입니다. 

참여자 5. (면담시간: 68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OO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조합원 소모임이나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조합이 올해로 19년차인데, 저희 조합이 11년, 12년 넘어오면서 조

합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단위가 9개 정도 있었고, 

한의원 제2진료소, 요양교육,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복지사업단도 있었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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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원인으로 인해 11년 12년 넘어오면서 조합이 많이 어려워지고, 12년 여름쯤부

터 조합이 경영적으로는 거의 파산상태 돈이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거의 와해 상

태, 조합의 사람이나 사업단이 많아도 중심이 흔들리면서 컨트롤타워가 없고 또 거의 

모래알처럼 그런 상태에서 조합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노력으로 3년 정도 고생해서 조

합의 건사 돌아가게끔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했던 조합원 활동이나 조직력들이 

일단 돈이 없다보니까 할 수 자체도 없고 다 밀렸습니다. 

  전통적인 협동조합들이 하는 건강관련 소모임 보다는 저희는 당시 외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농촌건강증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

6년서부터는 OOO 원장님이 주 1회 왕진 소위말해서 프로젝트 사업 비용으로 왕진 

가는 것을 하고 그게 이제 확대되어서 2019년부터 건강반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서

울에서 찾동 같은거나 뭐 이렇게 팀 워크로 해서 건강관리해주는 개념들을 적용해봐

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계속 하셨습니다. 

  왕진을 나가보니까 이런 욕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 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

케어 사업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게 아니라 노인이 마을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하

였습니다. 낙상위험지역이 있다거나 경로당 가서 간단한 건강체크나 건강상담이나 활

동 그림그리기 같은걸 한다거나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있으면 

찾아뵙는다거나. 그래서 하루 3시간씩 한달 30시간을 하면 그 당시 한 24~5만원 지

금 한 30만원 줍니다. (중략)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중간지원역할을 했습니다. 

외부사람이 가서 바로 그렇게 하려면 힘든데, 안면이 있는 활동가 분들이 있어서 매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반장 3분이 활동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일지 

쓰고 소통을 해주고, 그럼 우리 간호사랑 원장님이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상담을 해

주고 하였습니다. 

  건강반장 분들이 의료인은 아니지만, 뭔가 건강이나 의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소

위말해서 콜센터처럼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간호사 의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

로 저희가 다니면서 발굴했던 케이스가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유전

으로 그래서 어머니도 관리하다가 요양원을 가셔서 아드님이 예전에 장애인 등급을 

받기 했지만 10년 15년 집에만 있으니까 그거 갱신도 못하고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장애등급을 다시 받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서민분들이 의사나 간호사 의

료인을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자기 건강상담할 수 있기는 힘들지만, 의료인과 함께 왕

진을 가는 건강반장이 상당히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농촌 왕진이나 건강사업을 차츰

차츰 OO리 중심으로 하다가 또 OO대 동아리가 왔던 OO면 OO리 그 쪽에서도 2개 

마을에서도 하시고, 재작년 까지 확대된 것이 3명에서 시작한게 20명까지 늘어났습니

다. 

  그리고 작년에 OO시가 OO도형 통합돌봄 사업,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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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잖습니다. OO도형으로 작년에 OO는 노인 OO은 장애인을 OO도형으로 하는 1년 

시범사업인데 거기에 저희 조합이 왕진이랑 건강반장 개념을 넣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건강반장이랑 왕진 소모임보다는 지역사회 건강활동 관련 개념으로 지역

사회 활동으로 그 모델이 통합돌봄사업과에 들어가서 상당히 효과성도 있고 해서 시

에다가 중간관리자의 예산책정을 요구하였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기엔 재원은 없고 시가 의지

를 가져주면 좋겠는데 그걸 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원래 원칙적인 관리는 노인복지관에서 해야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걸 대행하는 

또 역할로 이걸 특화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건 왕진을 OO시에서는 저희 밖에 안하고 있

으니까 통합돌봄 사업이 OO에 있는 4개 종합복지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도 사실 지역주민 어르신들이나 스스로 의료문제는 해결 못하였고, 의료사협은 의료

서비스를 통합돌봄에서 왕진으로 해주니까 효과성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은 의

사분이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직접 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일단은 어떤 어르

신이든 의사가 온 것에 대해 의료적인 판단을 해주니까 만족도 높았습니다. 작년에서

부터 OOO 원장님이 재활 프로젝트로 연결된게 작업치료, 물리치료, 구강 팀 체재로 

움직여서 또 건강관리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 하자 요것도 참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것도 작년서부터 한 두달 시범사업을 했더니 만족도도 좋고 올해 구강이랑 해서 더 

확대해서 하니까 OO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님들과도 연결되어서 하고 있고 구강쪽은 

OOO 선생님 하고 시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원은 OO투자증권 임직원분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올해로 6

년째 해주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왕진제도 없을 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지역사회 건강체계를 만들려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고 그 재원 플러스 새로운 시

도, 실험 이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의료수가 

내에서 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보건예방이나 건강증진활동은 거의 수가 체

계에 반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어떻게든 환자화되어서 환자에게 투여를 해야 수가체계에서 돈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않 나오니까 그러면 공적조직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데 아까 

통합돌봄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OO투자증권 펀드가 있어서 그런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꼭 그 분들이 조합에 소속되지 않아 정체성은 약합니다. 아무래도 노인 일

자리 사업으로 참여하는 거고 관계가 좀 있거나 하다가 이제 저희 의료기관을 이용하

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조합에 가입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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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합원이 아니라도 그 관계망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전통적인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끼리끼리 

조합원 중심의 끼리끼리 로만 하면 사회적이라는 의미나 사회적 가치를 담보할 수 없

습니다. 

  부정기적으로 18년에서부터 건강강좌, 장애인 관련 교육 웰다잉 교육을 1년에 1~2

번 진행하였고 OO가 어려움을 겪고 회복하는 과정 내에서 조합원 중심적 참여구조를 

아직까지는 소모임 마을모임 단위는 없고 위원회 활동 체계로 아직 만들어 내지 못하

고 있습니다. 

  건강반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동네 

어르신을 돌보겠다 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집합교육이 안되고 노인일자리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지침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말라 그러면 그냥 못하게 되었습

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었으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데 그런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정부지침이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다시 했다가 

다시 심화되면 중단했다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러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노인복지관에

서 건강반장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일자리 스톱 하면 그냥 스톱 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자체 활동이 살아있으면 정부지침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조금 괜찮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강반장분들이 찾아가는 걸 못했습니다. 방문하는 것들이 안 되었고, 그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간담회를 하며 저희가 필요한 교육도 좀 해드렸는데 그런것들

이 다 안됐습니다. 

  OO투자증권 지원은 정략적 지표를 아주 높게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조금 

말랑말랑해서 저희가 자체기준을 세워서 하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에 

꼭 사회적 성과를 내야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일자

리 사업으로 관의 재원을 활용한 하나의 조직 사업이나 주민조직 참여형으로 갈 것인

지 이 모델을 우리 조합중심 조합원 중심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것 같

습니다. 지금 저희 조합 상황으로는 저희 조합원 중심으로 상황을 만들려면 새로운 

매개고리를 찾아야하는데 조합이 어려워진 후 회복되고 나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반장의 활동은 주로 안부 묻고 말벗 해드리고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해

서 저희가 가서 정말 필요하면 모시고 오고 그런 연계 그런 것들이 주요활동이었습니

다. 건강반장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 또는 이분들이 활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마

을 활동가 아무래도 관계를 형성하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반장 분들이 잘 되

는 데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장님이 해준다거나 동네 영향력이 있는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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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주면 잘 되었습니다. OO도에 맞는 돌봄 모델은 마을 기업이나 마을단위 활동가

를 만들고 거기에 의료적 자원이 연계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컨셉을 잡고 있는데 저희

가 해봐도 그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그게 발전하면 건강코디네이터까지 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OO는 지역사회자원활동을 많이 한 편으로 요양원의 촉탁의 제도, 장애인 주치의, 

만성질환 시범사업, 왕진, 외래 중심 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거의 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작년에서부터 특화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되어서 OO대 작업

치료학과와 연계되어 하는 사업, 구강보건 사업, 통합돌봄 사업, 두달에 한번씩 장애

인 단체 분들과 합동회의를 통해 장애인 분들의 건강이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들을 많이 조합이 어려워지고 나서 회복되

는데 전통적인 조합원 중심적 조직활동 보다는 그런 활동들로 자연스럽게 가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 OO 투자증권 지원사업도 그런 개념 이고 그런것들을 많이 하고 있

는 편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는 대면 접촉 서비스인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효과적인 건지 우리 

스스로 했던 사업이라면 고민했을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부지침에 따라 주도권이 저

희에게 없고 노인복지관이 하지 말라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고민하였습니다. 주도권을 어떻게 갖고 있고 재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처음에 3명 

시작해서 했듯이 3명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거나 조합원의 또 

다른 자발성을 이끌어 낸다거나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할 만큼의 재원 

제도적으로 할 만큼의 의지, 위험을 감내해야하는데 위험을 감내할 만큼 역량이 되는

지는 고민해봐야합니다. 

  단순 방역정도야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방역 옷을 일회용으로 사용

하면 그것을 다 폐기해야하는데, 그 일회용 방역복을 그만큼 구매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까지 민간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공의료기관이 해야할 역할인데 우리 같은 사회적가치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재원, 의미, 지속성 또 위험부담을 감내할 필요성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분들이라 비대면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왕진을 하면서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원격진료까지는 아

니더래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어르신들과의 소통.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매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반장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코로나 시기에는 공공이 움직여야하는데 보건소의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의료

기관과 지역의 의료협동조합이 협력을 해서 감염병 시대에 새로운 주민건강과 건강증

진 활동에 대한 컨셉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작년에 지역사회 통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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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해보니까 실제 왕진을 나가보면 의사분이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주 갈 필요성

이 없었습니다. 2~3달에 한번만 가면되고 나머지는 의사분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 꼭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간호사가 가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필요한 의료서비스 

외 보건 생활, 복지 영양, 주거 서비스들이 같이 하여 통합돌봄을 제공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너무 약합니다. 

  의료가 가면 주도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저

는 그런 감각을 이번 코로나 국면 시대에 한국 사회가 감염병 시대 새로운 주민건강

이나 건강관리체계에 새로운 접근을 해야하고 그것을 위한 양적 접근이 아닌 질적인 

접근을 해야합니다. 고객 한 분 두 분의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그 분들과 소통하는 체

계들과 방식 재원을 끌어주는 방식이 다 바뀌어야하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행정체계

가 거기에 익숙치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이 한꺼번에 바꾸기 힘드니까 저희같

은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함께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들이 나면 확대하

는 체계로 행정개편을 하나씩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7. (면담시간: 57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조합의 예방활동 가장 큰 축은 건강리더, 건강모임(소모임) 저희는 건강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가 지역주민들 조합원들이랑 함께 할 지역사회증진활동에 가장 큰 

두 축이어서 건강리더 양성은 2016년에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매해 여러기수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20 몇기 이렇게 됩니다. 인원으로는 230여명 정도 되고, 청소년 

건강리더를 한 적이 있고, 어르신 건강리더, 

  보통 일반 건강리더 또 중년 남성 건강리더를 재작년에 한번 기획해서 한 적이 있

습니다. 중년 남성들만의 양성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여러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었던 건강리더 양성과정이 기수마다 대상마다 내용이나 

주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아는 것이 기초일

테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게 혼자 해결하거나 그럴 수 있는게 아니라 지

역사회가 같이 준비해야하고 생태계가 되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과정

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들께서 어르신 돌봄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돌봄 활동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매칭해서 건강리더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반찬 식사도 같이하고 여러 활동들을 동사무소에 가는데 

같이 간다거나 병원동행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활동

한 건강리더들 중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건강리더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어서 틈새 신규서비스가 요즘 많이 필요할 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해서 올해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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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경증치매 어르신 돌봄 사업을 매칭하였습니다. 

  건강모임이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못 모여서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zo

om을 연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폰도 작고 시원치 않고 기능도 할 수 없을 때 그 건

강리더 협동조합에 돌봄활동가를 어르신들에게 한명씩 OO대학교 운동치료과랑 연결

을 해서 그 과가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 zoom으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다 각각의 집에서 건강리더가 옆에 있고 도와드리고 그걸 같이 따라하는 그런 프로그

램으로 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갖고 계신 분은 할 수 있는 기계는 할 수 있게 하고 

없는 분들은 저희가 대여하여 건강모임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3가지 주제로 꼭지로 했는데, 하나는 운동하는 건강모임, 하나는 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과 심리정서 zoom으로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옆에 있는 건강리

더의 촉진 도와주는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그런 활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어려워도 끊이지 않고 했고, 완화되면 바로 만나고 완화가 되

는 순간 바로 대면으로 전환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다시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 중심으로 질환자들 중심으로 건강모임을 하는가 

하면, 일반 평범한 보통의 건강모임도 한축으로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 서른 몇 개 건강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일반 건강모임은 특별한 

지원이나 그런게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도 조심스러워

도 조합 건강모임은 월 2회 활동이 기본인데 2회 정도는 같이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해야 개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코로나로 저희도 부담스럽고 위험하니까 월 

1회만 조심히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많아 졌습니다. 45개 건

강모임을 OO 시민들이 신청을 하셨고, 구 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 중

심으로 조합원이 기존의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이웃들이니까 더 가입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건강모임을 통해 신규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건이 5

명이 건강모임이면 3명이 조합원이여야한다. 이런 조건들을 세우고는 있어서 그렇게 

건강모임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8년 19년에 중앙정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활

성화 사업을 OO대, 사회적경제연구원, 다른 협동조합들 이렇게 공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R&D로 앱개발도 하고 건강을 측정하고 측정된 건강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서비스 상품들을 구매해볼 수 있게 있었습니다. 

  OO시민 1000여명과 OO시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60여개가 서로 알아가고 테스

트베드로 그걸 목표로 건강모임을 조직했던 게 18년 19년입니다. 건강모임의 목표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게 예산을 줬기 때문에 2년을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았고 건강모임 활동을 열심히 재밌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협 

초창기부터 이런 소모임은 계속 있었지만, 정부 사업을 하면서 OO시 전체로 확장하

고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2년 사업이니까 예산이 끝날 때 조합이 자체 지원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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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여 20년도부터는 조합이 기부금 또는 운영비를 건강모임에 지원하고 있습니

다. 올해도 45개의 건강모임이 모집이 되었고 신체활동하는 건강모임들 또 책 읽는 

건강모임 음악 하는 반 영양 챙기는 반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건강모임은 많으면 10

명 12명, 많으면 그 정도 되고, 가족단위도 있고 한 3가족 4가족이 아이들과 같이 엄

마아빠가, 청년들 건강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건강모임 같은 직장을 다니

는 데 혼자는 운동하기 힘드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꼭 같이 걷거나 그런 직장인 

건강모임도 있었습니다. 월 2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한 페이지로 하

실 수 있게 계획서를 드리고 활동한 것을 활동보고서로 제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하니까 반장 모임을 통해 모든 반장님을 다 만났습니

다. 만나서 반장님들께 우리 건강모임의 취지는 이런 거고 조합은 이런 곳이고 여러

분들의 계획은 어떤지 다시 한번 서로 공유 하고 반장님들끼리 서로 거기는 그런 활

동해요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반장의 역할이 중요

하여 그래서 반장님들을 잘 세우고 조합과 소통하고 또 반원들하고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 반장님들이 또 가서 반원들이랑 나누고 있습

니다. 

참여자 8. (면담시간: 51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돌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정적으로 대면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들이

기 때문에. 그게 끊겼을 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영향은 치명적인데 거기에 대한 대

비가 누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대

적인 전염병이 생겨서 전체가 단절되는 경험이 처음이여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현재 대면을 대체하는 비대면은 IT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는 현재 상

황에서 안전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고자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만남을 한거고, Z

OOM 활용 교육을 시행. 건강모임 활동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교육을 받고 그것을 가

지고 실제 대면이 어려운 분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바

뀌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스마

트폰인데 어르신분들의 경우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누군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예를 들어 와이파이를 전부 깔아줄수도 없는 거라서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작년 올해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불용처리를 하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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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수를 늘렸습니다. 활동도 꽤 진행이 되었었고, 가장 어려운 점은 대면할 수 없

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

면 어르신들이 노인정 앞에 공터가 있는데 꽃밭 가꾸기를 하시겠다고 하여 쌈채소도 

심고 삼겹살 파티 같은 거 해서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이랑 어울리게 하겠다 사업계

획을 내신 분이 있는데 일단 대면이 안 되고 어르신들은 고위험 군이니까 꽃에 대해

서 잘 아셔서 반려식물을 나눠드리고 꽃이 잘 안 피거나 시들시들하면 어르신들 사진

찍어서 보내며 안부확인을 하는 활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똑같이 식물을 갖고 활동

을 하는거지만 대면방식도 있고 최소한의 접촉으로 바꾸는 방식도 있어서 그렇게 새

로 모색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다 모여서 모월 모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니

까 현장에 일부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흔히 많이 하는 유투브 스트리밍을 많이 했었는

데 의외의 장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업시간에 사실 강사가 현장에 있고 하니 편하

게 이야기하거나 옆사람한테 뭘 하는 게 실례이거나 분위기를 흐리거나 이런 것 때문

에 잘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댓글에 참여하면서 강사가 하는 말에 바로바로 피드

백을 하거나 질문도 익명성이 있으니까 묻고 싶은거 다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장점이

기도 하고 한날 한시에 모이는 게 아니니까 장소 접근성이나 시간의 접근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녹화가 되어있으니까 확장성도 더 높아지고 이런것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대면을 안하는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의 경우 OO구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강의를 듣는다거나 실제로 공동체 활동

을 하는 40~60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어느 일정한 층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 사

람이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것들이 있어서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는 

기회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불안해 할 때 원장님이 안내 문자를 모든 조합원에게 코로나는 어떤 

질병이고 뭘로 인해서 전염되는지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차분히 알려드렸는데 그 문

자 하나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에 너무 안심이 되고 든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의료사협이구나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데가 

별로 없는 데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반을 구성하는 것의 의미는 혼자하면 금방 그만 두지

만, 함께하면 관계 때문에라도 지속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도 보

지만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걸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고 넓어지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이랑 줌으로 한번 보고 뵙는 사람이랑 아

무래도 친밀감이 달라지듯이 그게 마을에서 생기면 여러 가지 형태로 신뢰가 되었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자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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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9. (면담시간: 51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점은 일단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드러난 것처

럼 개별의 안전망이 제일 중요하고, 소모임 같은 강제할 수 없고 놓아두고 있지만, 

작게 가능하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정도로 건강활동

이 될 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직원들이 얹어보고, 한번 구경하고 그런 정도여서 

아직 그것을 이게 우리 조직 라인에 있는 모임은 아닙니다. 돌봄영역은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1년 반 동안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돌봄은 훨씬 근접거리이

기 때문에 직업이 아닌 이상 자원봉사로써의 돌봄이 강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조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교육은 사실 개발이 필요한데, 온라인 이쪽에 달란트가 모자랐습니다. 온라인 

개발이 이제야 늦게 하기로 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하는 채널을 이제 구

상중입니다. 전화나 카톡 말고는 다른 채널을 써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카톡으로 전화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 채널을 가동하

는 사람을 뽑았는데 아직 가동을 안 시켜서 3사람 정도 간호사 코디네이터를 뽑았습

니다. 교육은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건 논의 중입니다. 

  아직 코로나를 극복은 못했습니다. 건강리더와는 연계를 끊지 않으려고 개별적인 

야외미팅을 통해 같이 걷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최근에 다시 6월달에 3번 

정도 잡았는데 적은 규모로 재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따로 건강교육

을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 분들하고 2020년도까지 교육을 했고, 교육을 할 

때는 교재가 있고 찾아가서 주로 건강체크 활동이니까 밴드에 올려서 활동 자원활동

시 인센티브를 드렸습니다. 

  건강리더에 대한 지원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개인한테. 집단으로 하는 건 

이번에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활동을 멈추신 분들은 누가 오는 것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건강이 약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

합원에 대한 건강정보는 역시 페이퍼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소식지 의과 한의과 

치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정보를 올리는 정도 그 정도 입니다. 조합원들한테는 

그렇게 온라인 채널은 이번에 처음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0. (면담시간: 41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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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엔 조합원의 특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건 조합원들이 조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일반적으로 자

발성을 띈 조직이여야한다는 기본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

합원들의 소모임들이 다 붕괴된다라는 거를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주식회사의 커다란 장점 소위말해서 탑다운(Top down) 방식의 조직방식은 일반적

으로 주식회사나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조직 원리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협동조합에서

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느끼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철저하게 느리게 

가더라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조직되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조직화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소모임이든 건강모임이든 돌봄관련 모임이든 자원봉사 

모임이든 마찬가지로 자생력을 갖고서는 오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커더란 장점인거

고 그 중에서도 OO의료사협은 그 부분에서 지역구별 선거조직 140개의 선거구가 있

으면 140개 선거구별로 30명 정도 내외의 선거구별로 대의원을 세운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조직

의 핵심입니다. 조합원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소위말해서 조합을 이끌고 가는 실무자

들의 욕구가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소모임 같은 경우 3동 같은 경우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잠

시 쉬었을 뿐이지 붕괴된 것도 몇 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모임들이 전멸

하다시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이 질을 결정한다.” 는 생각으로 10사람을 데려오면 

두 그룹 다 마지막엔 3명만 남을 때, 그런 방식으로 조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모임을 작은 규모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합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인 정도로 권유를 드리지만,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지면 우리 전체 조합이 

흔들려버립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아시고 마음 단단히 드시고 춤 출 때도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 하시고, 근데 이분들은 힘든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지가 보

통이 아니구나. 의지는 기본 인간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존엄함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인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존엄

하게 대우하고 대우받고 싶다. 다른데서는 안되더라도 여기서는 대우받고 있고 그렇

게 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참여자 11. (면담시간: 87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지금 소모임 프로그램은 OO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는 OO동입니다. 현재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

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다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4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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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팀이 있고, 특히 우리는 병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

심스럽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돌봄활동은 저희는 지금 돌봄기관이라고 있는데, 2000년대에 의료사협이 생긴 후 

의원이 생기고 확장해서 검진센터가 생기고 한의원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

저 생긴게 재가장기요양센터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파트와 돌봄파트

로 나눠졌습니다. 365통합돌봄지원센터가 지금 한 3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정

착이 되고, 시에서 조합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감을 주었습니다. 365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재가장기요양센터가 생기고, 요양원이 생기고, 요

양원이 생기기 전에 가정간호방문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활동지원센터가 생기고 케어센터 생기고. 이런식으로 생기다 보니 우리 

의료사협 안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은 협동조합 교육만 했었지 돌봄과 관련

된 교육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민간 자격증을 

다른 기관에 가서 수료하지 말고 우리 조합 안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

아서 수료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일들을 더 좋으면 우리 조합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

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OO사회서비스교육원을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식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기관은 이

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우리 조

합에 위탁을 줘서 우리 조합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시민들을 사회복지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로 자격증만 따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시 양성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성장이 가파르게 커졌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OO의료사협

의 자랑입니다. 올해 8~9년 정도 되었고, 200~300명의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

니다. 1주일에 2번 화요일 금요일 도시락을 70~90개 반찬 4가지를 만들어서 지역에 

내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되어 있다가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2,4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도시락을 갔다드리는 거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

리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보니 형편이 어려운집을 보고 예를 들어 커튼이 없

거나, 전기가 나간 집도 있고, 도배도 못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봉

사도 조금씩 하고 있고 OOOO 봉사단안에 노노봉사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의 계기는 도시락을 처음에 10명 갖다 주다가 20명 갖다 주다가 입소문에 입

소문이 돌다보니 저희들로 다시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도 다 드릴 수 없어서 

사전 조사를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갖다 드리면서 보니까 순수 도시락 봉사만 하러 

왔다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봉사를 할 수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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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자. 그럼 예산을 후원해주시는 분이 있고 후원을 받아서 나 내일 A동에 누구네 

도배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도와주면 안될까. 삼삼오오 모둠을 만들어서 가는 방식으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들이 잘 되어 있고, 체육관도 잘 되어있는데 공간이 큰데도 불구하

고 우리 조합에 와서 본인들끼리만의 소규모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차

이도 있고 조용하게 우리끼리 하려는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협동조합 병원에 가니까 

조합원들의 사랑방을 만들어놓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용

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우리끼리 더 집중적으

로 체육관은 인원이 많으니까 따라가기 바쁘지만, 1:1 과외수업처럼 하기는 힘든데 

여기는 1:1 과외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하는 분들은 오십니다. 그러다가 

우리 조합을 알고 조합에서 교육을 시키고 조합 병원을 이용하고 또 이제는 추천을 

해서 이 조합에 들어오게끔 이용도 하고 계속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봉사단은 작년 2월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메르스처럼 2~3개월 잠깐 하고 말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간 되니까 몇 백명씩 올라가다면서 이게 처음 겪

는 감염병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원봉사도 다 어르신댁 가는 건데 어르

신들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었는데, 장기간 되다보니 어르신들도 힘들어

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자원봉사도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 직원 담당자와 

이사님과 위원들이 회의를 하여 이걸 계속 갖다 줘야하나. 아님 당분간 멈춰야 하나. 

월 1회만 해야하나를 회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하지마라 무엇 하라 이렇게는 못하고 그걸 회의를 해서 결정되면 움직였

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안되겠다. 이게 너무 오래가니까 어르

신들도 힘들어하고, 한 달에 두 번정도는 음식을 1주일이라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죠. 그렇게 지금 자원봉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여자 12. (면담시간: 74분/ 면담장소: 소속기관 회의실)

  우리는 그 차별성을 건강자치력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우리가 건강을 주제로 

만날 때, 그 속에서 협동의 힘을 맛을 보는겁니다. 예를들어 내가 당뇨에요. 혼자 당

뇨를 원장님한테 가서 진료를 볼 수 있고, 교육을 보건소에서도 해주지만 거기는 주

민자치조직이 없고 환자로 대상화되는겁니다. 거기는 유인책도 많습니다. 기념품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요. 근데 의료협동조합은 주민을 세력화하는겁니다. 우리의 주 

정체성은 건강을 이슈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복지라고 되어있지만 그건 우리

가 다른 곳과 협력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쪽이 좋아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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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의료와 복지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건강이 더 본질적입니다. 건강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우리 의료협동조

합이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자치력입니다. 근데 혼자 건강하면 무슨 재미에요.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게 협동

방식으로 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조직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건강

권을 그냥 개별로 홀로 남겨진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건

강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와 구별되는 정체성은 건강한 조합원

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거고, 그 의

료기관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주적인 통제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협동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 건강한 관계라고 이야

기하는데 크게는 협동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건강

하게 하는 것에 공동의 목표가 있는데 각자의 하는 일이 각자의 영역에서 협동을 하

는 것입니다. 직원은 조합원이 자신의 건강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임원은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

무자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합니다. 

  우리의 최대 이해는 조합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이냐면 조합

원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조직원의 이익 이해관계입니다. 그것을 어

떻게 조직화하고 사업화할 것이냐 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자원활동 했던것들이 많이 

사업화되고, 정책적으로 많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초모임이 자원활동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노인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

동지원제도 등 제도화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돈 들

여서 했지만, 지금은 평생교육을 활용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

히 국가나 제도가 뒷받침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율성입니다. 조합원이 자

율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모이는 행동. 지지받는 행동. 지지받는 체계를 어떻

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건강모임 건강모임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모임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조직의 하부 기초조직이라는 의미가 있고, 조합원이 

늘상 건강을 이슈로 협동하게 하는 방법론이 건강모임입니다. 그래서 건강모임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건강모임에는 자원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끌어갈 사람,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할 사람, 성과

를 측정하고 홍보해야할 사람. 그건 여전히 우리의 고유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했을 

때 예를 들어 SK 인센티브라도 준다든지, 우리는 의원도 대학병원도 하지 못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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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활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우리의 요구나 필요와 염원을 조직하는 활동들을 계

속하고 한쪽으로는 그것을 계속 제도화하고 규모화하고 그것을 피드백하고 모니터링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럴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모임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소모임으로 예방하는 사업인데, 예방에는 수가도 없기 때문에, 예

방수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10%라도 예방활동에 투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

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료사협의 경우 그나마 기존에 만들어진 

조직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의원이나 기존의 보건의료 조직들 안에는 이런 역할을 하

는 곳이 없습니다. 복지관은 복지라인으로 보조금도 받지만 우리는 보조금을 안 받습

니다. 시장에 내 던저져 있습니다. 수가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받지도 못합니다. 

복지관은 어때요? 보조금 받고, 또 수가화 되어있는 바우처 같은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지가 더 힘들어지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의료기

관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료인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활동은 돈

과 자본이 연결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자본을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

다. 우리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일단 남의 돈 받는건 하지말자. 남의 돈을 받으면 시

달리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 활용해야한다. 이런 견

해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원이 없어서 그걸 안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안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회적자본이라 

했을 때는 건강결정요인에서 조합원의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어떤 결과물입니다. 예

를들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 이게 우리의 사회적자본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

직 할 것인지. 그걸 정말 체계적으로 조직하면 그 의료사협은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화해야하는데 예를 들면 시도했던 데가 많습니다. OO같으면 품

앗이 품앗이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는데, 그러면서 그게 자원이 순환하

고 조직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꿈꿉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를 

또 해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이런 거가 우리에게 소모임을 조직한다든가 할 때 중요

한 재원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여전히 프로젝트는 그때만 한다는 지속가능 부분에 문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행정적으로 그래서 안하고 싶어하

는 겁니다. 근데 저희같 은 생각에는 그거라도 해야한다. 안 그러면 발전이 없어 왜

냐면 해보지 않으면 경험이 쌓이지 않고, 또 프로젝트의 장점은 체계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도 써야하니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맨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힘들

어서 안하고 싶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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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Understanding The Actual State Of Health Activities Of

Residents And The Factors Of Revitalization Measures After COVID-19

Outbreak in Korea.

: With A Focus On The Case Study Of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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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o-Yoon Kim, M.D., Ph.D.)

The 1978 Alma Ata Declaration stressed "health for all" and emphasized

the role of government in primary health care and preventive activities in

the community. However, government participation is insufficient in personal

health care, and the government cannot always be involved in every person's

health needs.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is problem, the form of medical

consumer cooperative, which is a consumer cooperative, has emerged. Alongside

of this, health welfare has been strengthened in publicity after being publicly

announced by the management and audi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has evolved into a form of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and

the value and philosophy of residents taking care of both their own health

and the health of their neighbors has been maintained to this day. Among

them, the management of local health activities such as neighborhood health

gatherings, care and volunteer activities, and health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a core activity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organizations. Additionally,

Federation of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uses these activities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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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ndex.

Beginning in early 2020, COVID-19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addition to physical damage caused by infection,

observance of epidemic prevention rules such as social distancing causes

mental damage for example isolation, depression, and secondary damage such

as physical weakness and astheni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and participating in local health activities to improve health

autonomy has increased.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tioners engaged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I have proceeded with research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local health activities of cooperative members and to derive activation

plan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members had to agree on the values and philosophies of the

cooperative, which required a voluntar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for members and staff. In addition, in order to supplement the resources

that are lacking within the organization, they discovered multiple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responded in a collaborative manner. In such cases,

tangible and intangible support from practitioners was needed. Finally, the

nature of the project, which received external support, allowed active

participation when th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were autonomous

and flexible in running the project.

For this reason, as a first step to revitalize residents' health activities, I

will proposed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participating union members,

sharing accurate information on COVID-19 infectious diseases, and seeking

safer measures. Second, I will suggest the need for assistance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non-face-to-face activities. Third, provide education to

union members and discipline to strengthen the core value of the un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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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opportunities for task shifting so that they can carry out basic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care services. Fourth, it will be proposed that

flexibility and autonomy should be ensured in the operation of support projects,

and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flexibly deal with situations as they arise

when carrying out residents' health activities. Finally, in the case of social

cooperatives, which are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guaranteed publicity,

they should collaborate with some businesses and services of institutions

operated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health

centers and welfare officers.

---------------------------------------------------------------------

Key words: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Health gathering, Care

activity, COVID-19, Task shifting, Health aut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