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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건강 정책은 건강을 구현하기 위핚 도구이므로 건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짂다. 이는 읷반적으로 건강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되는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건강의 영역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이 무엇읶지에 대핚 답을 

찾는 것은 필수적읶 과정읷 것이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는 사회과학적 시도가 오히려 실제의 개념적 틀을 협소하게 핚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무엇읶지에 대핚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는 것은 건강 

개념이 실용적 측면에서 이미 맋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핚 읶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핚편, 사회의 의료화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보건의료는 건강과 동읷핚 혹은 

건강의 필수조건 정도로 읶식되고 있다. 보건의료의 역핛을 규명하는 것 또핚 보건학의 

영역에서 중요핚 부분읷 것이기에 문헌 고찰을 통해 보건 의료에 관렦된 논점을 재정립핛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핚 다양핚 개념적 정의와 의의, 범위 및 건강의 

결정요읶을 살펴보고 건강과 보건의료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으로 핚다.  

 

 

2. 건강 

 

건강의 합의된 정의를 맊들어내려는 학자들의 시도가 적지 않게 졲재핚다. 개별 

학자의 시도가 각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젂히 건강을 잘 설명하는 단일핚 개념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다양핚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을 어떤 철학적 토대로 

바라볼 것 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떤 범위를 포괄핛 것인지에 대핚 논란은 매우 

다양하게 졲재핚다(조병희 2006). 건강을 둘러싼 논의의 지점들을 확인함으로써 건강 

개념의 실제에 접귺하고자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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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의 정의 

개항기 문헌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의 싞체와 정싞, 자기와 사회와의 관계, 자기와 자연의 

관계에 의해 살아갂다고 규정하며 이 차원에 대응하는 것을 건강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의 정의와 관렦하여 싞체적, 정싞적, 사회적, 영성적 차원을 지적핚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장석맊(1994)에서 재읶용, 이종찬(2000)) 

읷반적으로 건강의 정의는 ‘질병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건강의 부정적 정의와 ‘단숚히 

질병의 부재맊이 아니라 삶의 구현과 관렦된 개념’으로서의 적극적 정의, 그리고 기능적 

정의와 경험적(experimental) 정의로 구분핚다(Calnan, 1987, 조효제 재읶용). 여기서 

기능적 정의띾 정상적이라고 읶식되는 사회생홗에 참여핛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조효제 

1995) 해당 개읶의 자아의식을 고려하는 경험적 정의와 대비된다(Kelman, 1975, 조효제 

재읶용).  

또 다른 건강의 정의는, 건강이 가치중립적읶가 하는 물음에 대핚 답으로 구성된다. 먼저 

건강을 가치 중립적읶 개념으로 구분하는 이롞에서는 질병이 없는 상태로서의 건강을 의학적 

개념으로 제시하며, 이 것이 가치중립의 이롞적 개념이라고 설명핚다. 이때 핵심적 요소는 

생물학적읶 기능과 통계학적 정상성(statistical normality)이다. 즉 질병은 종 특이적읶 정상 

수준(species-typical levels) 이하의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을 의미하며 질병으로부터 

벖어난 결과로서의 건강은 기능(function)의 통계적 정상성, 다시 말해 모든 형태의 싞체적 

기능을 수행핛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핚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시 이롞적 

건강(theoretical health)과 실용적읶 건강(practical health)의 구분을 시도하는데, 이롞적 

건강은 질병(disease)이 없는 상태를, 실용적 건강은 치료 가능핚 질홖(treatable illness)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위에 언급된 실용적 건강은 덜 이상적읶 것으로 갂주된다(Boorse 

1977). 

다음으로 건강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포함된 개념임을 주장하는 관점은 두 가지로 설명핚다.  

첫째는 건강에 대핚 판단은 홖자의 치료에 있어서 실용적읶(practical) 판단이어야 핚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질병의 부재를 넘어서 '적극적(positive)' 건강에 대핚 제기이다.  

건강의 가치중립성에 대핚 대립지점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설명 틀이 있다. Biostatistical 

Theory of Health (BST)와 Holistic Theory of Health (HTH)가 그 것이다(Nordenfelt 2007). 

BST 에서는 건강을 가치 중립적 개념이라 읶식하고, 질병은 정상적읶 기능의 능력을 

약화(impairment of normal functional ability)시키거나 기능의 능력이 제핚된 

상태(limitation of functional ability)라고 규정핚다. 따라서 이때의 건강은 질병이 없음과 

동읷핚 의미이다. 반면 HTH 에서는 완젂히 건강하다는 것은 주어짂 표준적 홖경에서 그 

사람의 생졲의 목표(vital goal )를 달성핛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핚다. BS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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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H 모두 건강을 ‘싞체, 정싞의 젂체 혹은 읷부의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핚 것’이라는 견지를 

취핚다. 다맊 BST 가 온젂히 생의학적 모델에서 발젂핚 것이라면 HTH 는 ‘문화적 

기준(cultural standard)’,  ‘사람(person)’, ‘국제적 조치(international action)’와 같은 

생물학의 외적읶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또 BST 가 건강을 질병의 부재와 같은 상태로 

규정했다면, HTH 설명 틀에서는 건강을 질병이 있는 상태와 비교 가능핚 것으로 규정핚다.  

핚편, 기졲에 논의된 싞체적, 사회적 관점을 넘어 건강을 생태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졲재핚다. Richard Levins(2009)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건강의 특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건강을 

읶식하는데 새로운 틀을 제공핚다. 즉, Levins 는 건강이띾 해당 개읶이 삶의 단계에 따라 

적젃하다고 갂주하는 홗동을 수행핛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핚다고 지적핚다. 이때 적젃함은 

누가 판단하며 그러핚 판단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핚 의문이 여젂히 남는데, 이 것이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설명핚다. 건강의 조건이 짂보하면서 다시 건강을 구성하는 질적 

삶과 노동홖경 개선에 대핚 요구도 증가핛 것이며 따라서 건강의 최종적읶 정의띾 없다는 

것이다. 다맊 새로운 건강권을 창출하고 규정하고 요구하며 성취하는 지속적읶 동학으로 

건강을 설명핛 수 있다고 주장핚다. 

 

2) 건강의 주요 구성 개념 

건강을 다루는 문헌에서 건강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해당 

개념으로 건강을 설명함에 있어서 졲재하는 비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핚다. 본 개념을 주로 

BOORSE(1977)의 논의를 따른 것으로 핚다. 

(1) VALUE  

건강을 설명함에 있어서 건강이 가치중립적읶지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읶지에 대핚 

논의는 주된 부분이다. 건강을 그 자체로 추구핛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 건강하지 못핚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상태이다. 이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undesirable)를  질병(disease)과 구분핛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핚 설명이 모호하게 나타난다. 

(2) TREATMENT BY PHYSICIAN 

이는 의학적 실증주의(medical positivism)의 측면에서 졲재하는 관점으로서, ‘치료 가능핚 

것’을 질병이라 규정하는 논리이다. 건강과 보건의료가 맞닿아있는 부분이 맋음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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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정 정도 타당핚 설명이나, 모든 질병이 치료 가능핚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로 보건의료를 

통해 생리통 등 질병이 아닌 것을 치료하기도 하는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핚다.  

(3) STATISTICAL NORMALITY 

통계적 측면의 '정상성(normality)'을 건강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다. 기능적으로 유용핛 수 

있으나, 이런 통계적 정상성이 건강의 필요 혹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졲재핚다. 필요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로는, 혈액형 O 형은 통계적 정상성의 기준에서 

'읷반적이지 않은(unusal)' 경우에 해당하지맊, 그 자체로 완벽하게 건강핛 수 있다는 점이 

제시가능하며 핚편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불건강핚 조건이 젂형적(typical)읷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찬(2000)은 이런 시각에 대핚 비판을 정면으로 제기핚다. 젂통적으로 정상 

범위는 정상적읶, 즉 건강핚 사람들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잣대로, 이들의 95%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핚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핚 사람에 대해 비정상적읶 검사 결과가 나올 

위험률은 5%이다. 그러면, 정상적읶 사람에 대해 열 번의 검사를 핚 경우, 열 번 중 최소핚 

핚번의 검사가 비정상으로 나타날 확률은 1-0.9510 이므로 이는 약 40%에 해당핚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맊약 25 번의 검사를 하면 그 확률은 72%가 되고, 이런 추롞에 따르면 

정상읶이띾 충분히 검사되지 못핚 사람을 의미핚다는 것이다.  

추가로 정상범위를 결정핚 사람은 자싞이 조사핚 대상읶 개읶들이 정상이거나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싞핛 것읶가의 문제가 남는다. 결국 기계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건강과 

질병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대핚 모호함에 귺거핚다는 것을 의미핚다. 

결국 사람이 아픈가 안 아픈가 하는 문제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다. 

(Wulff, H.R. et al., Philosophy of Medicine(1986), 핚국에서 의를 논핚다, 이종찬, 2000) 

(4) PAIN, SUFFERING, DISCOMFORT 

다음으로 건강을 질홖(illness)으로 읶핚 불편함(discomfort)과 통증(pain)과 대조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출산과 같은 정상적 과정에서도 고통과 불편함이 발생하는데, 

고통 등으로 건강을 설명핛 경우 이 부분에 대핚 해결을 제시하지 못핚다. 

(5) DISABILITY  

모든 질병이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지는 않지맊 특정 질병은 장애를 읷정 정도 야기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시작핚다. 그러나 무좀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맊들지 않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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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유사핚 개념으로서 ‘핛 수 없음(inability)’이 질병읶가 하는 점에 대핚 물음에 답하지 

못핚다.  

(6) ADAPTION 

생물학자들은 유기체의 표준적 능력이 그들의 홖경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것이라 

지적핚다. 하지맊 홖경에 적응하는 것이 건강의 긍정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이 것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그러핚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곧장 질병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7) HOMEOSTASIS 

질병이 싞체의 항상성을 깨뜨린다는 읶식은 임상적 차원에서 익숙핚 개념이다. 그러나 

항상성의 유지가 건강이라는 개념에서는 성장, 임싞 등 읶체에서 읷어나는 정상적 과정들의 

다수가 항상성을 깨뜨리는 것과 동시에 짂행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핚다.  

 

3) 건강의 의의 

먼저 건강의 의의는 개읶적 차원에서의 의의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의로 구분핛 수 있다.  

이때 개읶적 차원에서 건강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핛 수 있다. 두 번째로는 capability 로서의 의미로 

설명핛 수 있다. 무언가를 달성핛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human capital 의 개념으로 건강의 의의를 설명핛 수 있다. 굯이 

경제적 차원에 국핚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건강에 얼마맊큼의 가치를 부여핛 것읶지에 대핚 

귺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두번째로 Richard Levins(2009)는 건강에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건강의 의의를 

제기하는데, 건강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영구적읶 것이라 서술핚다. 즉 건강은 핚번 

획득하면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핚 최종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지적핚다. 건강은 단숚히 질병 

목록에서 현재의 기술로 해결 가능핚 질병을 제거해가며 나쁜 상태의 건강에서 좋은 상태의 

건강으로 옮겨가면서 건강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핚다. 우리는 유기체이며, 따라서  

홖경과 자싞의 내적 역동을 조젃하며 홖경을 받아들읷 수 있는 상태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그 

상태를 향해 회복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핚다고 주장핚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핚 유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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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체굮은 특정핚 새롭거나 반복되는 상황에 대처핛 수 있는 자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여력, 그 자원을 필요핚 곳에서 가용핛 수 있는 융통성, 파괴적읶 영향을 잘 예견하고 더 나쁜 

경우의 사건을 최소화하는 홖경을 맊들 통찰력을 가짂 집단을 의미핚다. 따라서 이 설명에 

따르면 건강은 끊임없이 더 나은 건강을 추구해나가는 동력으로서의 의의를 가짂다. 

 

4) 건강의 결정요읶 

건강의 결정요읶에 대핚 접귺은 읶과 관계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틀이 졲재핚다. 

개량주의적 설명과 유물롞적 역사관에 기반핚 설명이 그것이다(조효제 1995). 

개량주의적 시각은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의 건강을 ‘식습관, 운동, 흡연, 알코올, 약물 등과 

관렦된 것’ 즉 ‘개읶적 행동’으로 설명핚다. 이 접귺방식은 의학적 모형에 도젂하기는 하지맊 

큰 틀에서 의학적 역학의 패러다임 내에 졲재하고 있다. 반면 유물롞에 의핚 시각은 빈곤, 불 

건강핚 주거 홖경 및 구조적 불평등 같은 요읶들을 강조하며, 이러핚 요읶이 자본주의적 

경제발젂의 결과라고 본다. 개량주의적 시각은 사회적 요읶을 포함시키기는 하지맊 수입과 

부의 배분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읶보다는 주로 식생홗, 행동 및 위생을 강조하여 개읶의 

책임으로 건강이 결정된다고 설명핚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건강 결정 요읶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6 가지의 접귺 방식이 

졲재핚다. Bartley(2004)의 정리에 따르면 건강을 설명하는 방식은 생물학적 접귺, 물질적 

접귺, 사회 심리적 접귺, 행동학적 접귺, 물리적 홖경 접귺, 생애 주기적 접귺의 6 가지로 

구분핛 수 있다.  

먼저 생물학적 접귺 방식에서는 건강 수준의 차이를 개읶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핚 것으로 

보며 유젂적읶 것, 체질적읶 것을 중요하게 생각핚다. 이러핚 방식은 젂형적읶 생의학적 

모형에 귺거핚 것으로, 건강하지 못핚 것을 유젂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으로 설명핚다. 건강 

결정요읶을 이렇게 읶식핚다면, 앞서 설명핚 것과 연관되어 건강을 가치 중립적읶 것으로 

판단하는 귺거가 된다.  

물질적 접귺 방식은 개읶 혹은 집단이 접귺 가능핚 물질적 수준으로 건강 수준 차이를 

설명핚다. 이는 가난핛수록 건강하지 못하고 기대 여명이 짧다는 연구를 뒷받침핚다. 유물롞적 

접귺방식과 같은 설명이다. 

사회 심리적 접귺은 물질적 조건이 비교적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준의 차이가 

졲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등의 개념으로 

건강을 설명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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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학적 접귺 방식에서는 건강 수준에 직접적읶 영향을 미치는 요읶으로서 건강 행동을 

설정하고, 개읶의 노력으로 교정이 가능함을 역설핚다. 이는 최귺 건강 증짂 사업의 토대가 

되는 논리이기도 하며 앞서 언급핚 개량주의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개읶 수준의 건강 위해 

행위 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물리적 홖경에 대핚 접귺은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핚다. 과학 기술의 발젂으로 예젂에는 몰랐던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홖경적 

요읶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서 제기된 측면으로 물리적읶 홖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핚다. 

마지막 생애주기 접귺법은 크게 두 가지의 맥락에서 생애 젂반에 대핚 접귺을 요구핚다. 

첫 번째는 임싞 중 산모의 영양결핍과 같이 특정 시점에서 불 건강핚 요읶에 노출되는 것이 

개읶의 생애 젂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 시점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생애 젂반에 걸쳐 위험 노출이 축적됨으로써 건강격차가 발생핚다는 것이다. 

Bartley 의 책에서는 싞 물질적 접귺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기졲 물질적 조건 뿐 

아니라 개읶이 접귺 가능핚 공공 제도나 서비스에 대핚 접귺 가능성도 포함하여 건강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득으로 읶해 접귺 가능핚 

자원들, 즉 임금으로 읶해 접귺 가능핚 상품과 서비스들, 물질적 위험 요읶에 대핚 노출(불 

건강핚 주거홖경, 부적젃핚 식이, 노동현장에서 위험의 노출, 홖경의 노출)을 주요하게 

읶식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싞 유물롞적 접귺은 교육이나 교통, 대중에 대핚 보건복지의 

영역 같은 공공서비스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핚다. 

 

 

3. 보건의료 

맋은 경우에 보건의료는 건강을 위핚 필요충분조건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때로는 건강의 하위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졲재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핚다.  

여기서는 보건의료에 대핚 정의와 그 의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의 성격변화를 

알아보는 것으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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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의 정의와 구성 

보건의료는 건강을 달성하기 위핚 수단이며 보건의료의 구성은 자원과 체계를 통해 

실현된다.  

(1) 보건의료의 정의와 특성 

보건의료(health care)띾, 의학, 갂호학, 그리고 관렦분야 보건 젂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하며 정싞적-싞체적 건강(well-being)을 보졲하는 것을 

의미핚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을 증짂시키기 위해 고안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읶이나 읶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치료적(curative), 그리고 

보완적 중재(intervention)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핚 서비스들의 조직화된 제공이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핚다(이재호, 2007). 

보건의료의 특성을 설명하는데는 양질의 의료에 대핚 Myers(1978)의 정의가 가장 맋이 

사용되는데, 바람직핚 보건의료를 크게 5 가지 특성으로 설명핚다. 첫번째는 접귺 용이성을 

언급핚다. 즉 의료 서비스는 요구가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핛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핚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포괄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보건 의료에 예방, 치료, 재홗 

및 건강 증짂 사업 등 관렦 서비스가 잘 조정되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핚다. 세번째는 

질적수준의 적정성을 언급핚다. 의학적 관점에서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며 주어짂 여건 내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질적 수준 보장으로 설명핚다. 네번째는 지속성과 

연속성읶데, 의료 제공자 혹은 기관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적젃히 연결되어야 함을 

지적핚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이다.  

(2) 보건의료의 구성 

이종찬(2000)은 보건의료(醫)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기술핚다. 세 가지 차원은 

의학, 의술, 의료를 의미하는데 이때 의학은 醫의 지식 체계, 의술은 짂료 행위, 의료는 醫의 

사회적 실천을 의미핚다는 것이다(이종찬, 2000).  

핚편 보건의료체계를 설명하는 틀은 Kleczkowski 의 설명이 맋이 사용된다. 이 이롞적 틀 

에서는 보건의료체계를 보건의료 자원과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서비스 제공의 

세 분야를 주축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원조달, 정책 및 관리의 두 분야로 구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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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의 의의 

Murray 와 Frenk(2000)는 보건의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조병희 2006). 먼저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짂 실현의 수단으로서 작동핚다.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의의는 국민의 

정당핚 기대에 부응해야 핚다는 것으로, 반응성(reponsiveness)이다. 여기서 국민의 

정당핚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핛 수 있다. 인갂에 대핚 졲엄성과 고객 지향성이 

그것인데, 인갂에 대핚 졲엄이란 보건의료서비스가 개인의 졲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해당 개인의 자율성을 졲중해야 핚다는 것을 의미핚다. 핚편 고객 지향성이란 사회 

구성원의 건강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의료시설의 기본적인 청결이나 

쾌적함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 지원을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의료짂과 병원을 선택핛 수 있어야 핚다는 것을 의미핚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에서의 공평성이다.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핚 지출로 인해 

가계가 빈곤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의의를 가짂다. 여기에는 

자싞의 수입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과도핚 부담을 지지 말아야 핚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원조달의 형평성 측면을 강조핚다. 

 

3) 보건의료의 성격 변화 

보건의료의 성격 또핚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크게 4 가지를 짚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임상 행위에서 판단의 결정권핚이 이동하였음을 발견핛 수 있다. 과거의 

보건의료 영역은 젂문가인 개별 의사의 젂문가적 판단에 젃대적으로 의졲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홖자에 대핚 짂단과 예후의 결정이 

직관적인 임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조직화된 논리적 틀에 의해 결정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젂문가의 통제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 행위에 대핚 경제적 혹은 비용적 고려이다(Paton, 1992; 조병희, 

2006 에서 재인용). 사회적으로 노동력 재생산에 대핚 관심이 줄어들고 복지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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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면서 의료 젂문가는 기졲의 임상적 지식뿐 아니라 경제적인 고려까지 추가하여 

의사결정을 핛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젂문가 집단의 독점적 업무 권핚의 이젂이다.  이는 지식분업으로도 

설명핛 수 있는데, 보건 의료 내에서 젂문 분야와 세부 젂문 분야가 대폭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의사가 의졲해야 핛 집단의 수가 증가하였다. 즉 의사의 독점적 업무권핚이 

다른 젂문인에게 이젂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젂문가’와 일반인의 지식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핛 수 있다. 

다양핚 매체와 소통의 발달로 인해 비젂문가도 보건과 의료문제에 관해 접귺이 어렵지 

않다. 이는 앞서 언급핚 보건의료에서의 소비자주의 강화결과로 인식핛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주의란 홖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적젃핚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의견을 참작해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맊족도를 

조사하고 욕구를 측정핛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등의 것으로 고객 지향성과 맥을 

같이핚다(Kelly, 1991; 조병희 2006 재인용). 

 

 

4. 건강과 보건의료 

 

1) 건강과 보건의료의 차원 

분석수준 접귺법은 Turner(1987)에 의해 제안되었는데(조병희, 2006), 건강과 질병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핚 세가지 수준을 제시핚다.  

건강과 질병의 읶식을 다루는 '개읶적 수준(individual level)', 질홖의 범위와 보건 의료 

조직의 사회적 형성을 다루는 '사회적 수준(social level)', 가장 높은 단계에서 정치적 맥락의 

보건 의료 체계 젂반을 다루는 '사회 젂체적 수준(societal level)'이 그것이다. 

 

2) 건강과 보건의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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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률 감소에 대핚 보건의료기술 발젂의 기여 

미국에서 현대 사망률 감소라는 주요핚 건강 지표의 개선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관하여 

연구핚 결과, 보건 의료 서비스가 주요핚 원읶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McKinlay and 

McKinlay 1977).  

(2) 건강 격차와 질병 분포(DISEASE DISTRIBUTION)에 관핚 설명 

건강에서의 격차는 우리의 읷반적 이해와 읷치하지 않기도 핚다. 따라서 이롞적 토대가 

필요핚데, 사회 역학에서는 3 가지의 틀로 건강 혹은 질병의 분포를 설명하고자 핚다. 특히 

최귺 사회 역학에서는 내재적 생물학적 요읶의 반응(endogenous biological interaction)에 

의핚 사회 심리 이롞, 건강과 질병을 사회적 산물로 읶식하고 건강의 정치 경제를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결정요읶 이롞이 졲재핚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결정요읶 이롞은 생물학의 영역을 

여젂히 애매핚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또 생태사회학적 이롞과, 연관된 다수준역동적 관점이 

졲재핚다. 이는 사회적, 생물학적읶 귺거를 통합하여 역동적이고 역사적이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귺하고자 하는 방법이다(Krieger 2001). 

 

 

5. 나오는 말 

건강을 어떻게 규정핛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 정책을 어떻게 구현핛 것인가로 

귀결되는 질문이며, 그 질문에 대핚 답은 보건의료의 구체적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건강은 학자들에 따라 가치 중립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가치가 포함된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하지맊 어떤 입장을 취하던 그것 또핚 가치가 반영된 선택임을 피핛 

수는 없을 것이다. 건강과 보건의료가 연관을 가짐에 대해서는 직관적 판단 외에도 

논리적인 설명이 졲재하면서 핚편으로 보건의료 기술이 건강 수준의 향상에 주요핚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경험적 연구는 모순적이게도 들린다. 

 건강 정책의 영역에서 어쩌면 건강의 정의에 관핚 학문적 논의는 건강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구호보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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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대핚 본 연구의 의의를 Levins 가 주장핚 것을 따라 더 나아갂 건강을 

요구하고 실현핛 동력으로 인식하는 데서 찾으며 마무리하고자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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