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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success factors of the Cuban health care 
system center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nic and the 
community, in terms of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which is 
community-based health car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could be a practical approach to develop a better 
structure and a more functional health care system through building 
the community capacity. In community-based health care, the 
responsibility and the direct participation of people is crucial because 
the community empowerment leads to better health care for the 
people of the community, since they can take more control of local 
issues like health care. In this paper, we describe and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doctors-nurses 
and the community members, using the method of participant 
observation, which i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Given that Cuban 
health care has so far been analyzed mainly from the macro-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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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the understanding of Cuba’s health care system at the 
community level, where the family doctor and nurse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local people, is a meaningful task.

Key Words: primary heath care, Cuba, health policy, community, family 
doctor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쿠바 보건의료정책의 성공 요인을 일차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진료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사회 불평등과 빈곤층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심각한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및 환경 보건 문제 등은 개인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의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단위의 일차적 대응 체제의 중요성이 부상함

에 따라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우선 일차보건의료는 개인이 아닌 건강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하는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건정책의 대안적 선택은 물론 새로운 

의료체계의 가능성으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2004년 발표된 

HEN(Health Evidence Network)의 보고서에는2 일차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집단의 건강 결과가 좋으며, 일차의료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고 비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에 대한 정향성이 강할수록 접근성의 불평등이 심하고, 일차의료에 

대한 정향성이 강할수록 형평성과 접근성이 높고 전문의료 대비 만족도와 

 1 일차보건의료(Primary Helath Care)는 세계보건기구(WTO)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1978
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그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Jung(2017)을 참고할 것. 

 2 Atun, R.(2004),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estructuring a Health 
Care System to be More Focused on Primary Care Services?,” Health Evidence Network 
Report, Copenhan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ttp://www.euro.who.int/document
/e829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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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가 주로 선진국의 

경향이라면 후자는 이른바 개발도상국 사례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실제로 쿠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일차보건의료의 체계적 확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여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쿠바 보건의료정책

은 자국 내 높은 의료적 성과는 물론 제3세계를 비롯한 재난·위기 지역에 

파견된 쿠바 의료진들의 활동으로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국제주의적 성격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Starfield, Shi and Macinko(2005)에 따르면, 일차의료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임상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방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아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 그래서 질병보다는 환자에게 맞춤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전문의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일부 보건의

료 정책연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건강 불평등,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대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쿠바의 일차보건의료시

스템을 대안적 의료체계로써 주목(Kim 2015a; 2015b; Yun and Lee 2012)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일차보건의료에 기반을 두는 보건의료체계의 타당성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 역내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역내의 주요 보건정책

으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Almeida et al. 2018; 
Somocurcio Vílchez 2013; Osorio and Álvarez 2012). 

이처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계의 컨센서스에 비하면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쿠바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국가 정책 수준에서 쿠바 일차보건의료체계를 

연구한 정이나는 쿠바 보건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성격, 그리고 구체적

인 실태 등을 파악하여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고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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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사회에서 일차보건의료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관한 연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Jung 201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쿠바 보건의료시스템의 높은 의료적·
사회적 성과와 그 주요 성공 요인을 일차보건의료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방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쿠바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보건의 높은 의료 성과를 다루는 연구들

(Keck and Reed 2012; Starfield, Shi and Macinko 2005; Whiteford and Branch 
2008)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체계적

으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쿠바 보건체계의 의료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일차보건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진료소 가족주치의와 간호사, 그리고 지역주민 간 형성된 상호관계 기반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보건의료의 긍정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Ljunge 
2014; Rocco, Fumagalli and Suhrcke 2014; D’Hombres et al. 2010), 지역사회 

내 소통, 신뢰, 상호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연구(Rocco 2014; Rocco, 
Fumagalli and Suhrcke 2014; Carpiano and Fitterer 2014)들을 고려할 때 쿠바 

사례 연구는 적절해 보인다. 
이 같은 접근은 한편으로 쿠바 보건의료정책을 사회정책의 주요 입안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라는 제도적 측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수혜자인 개인의 총합으로 구성되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이라

는 관점에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성공 요인을 보다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주요 구성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쿠바 보건의료정책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일차보건의료 제도가 쿠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

되고 기능하고 있는지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시작이자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과 의료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사회 내 

진료소의 기능과 구체적인 역할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쿠바의 수도 하바나의 베다도(Vedado) 지역에 관찰 가능한 거점 진료소를 

확보하였고,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한 달여 간 진료소와 

의료진들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은 물론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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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는 환자들과의 인터뷰 및 면담 등을 통해 일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후 연구 논문에 적용하였다.

쿠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특징: 

일차보건의료 중심의 무상의료정책 

쿠바의 공중 보건법(Ley de la Salud Pública) 제1조 제4항에는 쿠바 보건시스

템의 주요 원칙과 구조에 대하여 7가지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쿠바 의료의 국가·사회적 성격, 둘째, 의료의 접근성과 무상의료, 
셋째, 예방중심, 넷째, 최신 과학 및 기술의 적절한 적용, 다섯째, 국민 참여, 
여섯째, 국제주의 및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이고 계획성 있는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3 
쿠바 보건의료의 국가적·사회적 성격이 함의하는 바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일관된 가치 체계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 

및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건강권을 쿠바 국민이 모두 국가로부터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의료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질병과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을 동시에 개선해야 하는 의무(Jung 
2017, 162)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보장은 무상의료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의료서비스가 시장이나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

라는 의미다. 즉 그 혜택과 대상이 소위 개인의 지급능력에 따른 차등적 

적용이 아니라 전 쿠바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쿠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전체 쿠바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차등 없이 

적용되는 무상복지라면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 일차보건의료

이다. 일차보건의료라는 개념이 197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알마아타 

선언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쿠바는 이 모델을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으로 

 3 쿠바 공중 보건법(Ley de la Salud Pública) 전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parlamentocubano.gob.cu/index.php/documento/ley-de-la-salud-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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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시켰다고 평가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알마아타 선언에서는 일차보건의료를 지역사회와 국가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동시에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국가 보건의료

체계와 처음 만나는 곳이자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는 

보건의료로서 연속적인 의료과정의 첫 번째 요소라고 덧붙이고 있다.4 
Huish and Kirt는 일차보건의료의 목표를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참여를 통해 수동적인 수혜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기획자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Huish and Kirt 2007, 
84). 즉 일차보건의료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체계이자 결과적으로

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다시 강화하는 

사회적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며, 현재 쿠바의 모델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주요 핵심 전략이 예방중심이라는 사실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예방의료가 시작되는 기본 단위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위생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긴밀하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전략이다. 
그 덕에 쿠바의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13대 백신 접종률은 98%에 달하고, 
95%의 임산부가 산전 관리를 받고 있으며, 영아 사망률은 5(1,000명당)에 

불과하다(Keck and Reed 2012, e17). 쿠바가 일차보건 중심의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가장 저렴한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쿠바는 세계 최초로 HIV와 매독의 

수직감염을 퇴치한 국가이기도 하다(Pattison 2018, 108).
이에 다음 장에서는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특징을 해당 지역사회의 참여 

관찰을 통해 얻은 민족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쿠바 보건의료의 정책이나 국제적 기여 등 거시적 측면에서 주목받아 온 

 4 알마아타 선언 전문은 다음을 참조. [2018.09.10.], http://www.snu-dhpm.ac.kr/pds/files
/081016_%BE%CB%B8%B6%BE%C6%C5%B8%BC%B1%BE%F0_%B9%AE%B
B%F3%C1%D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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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할 때(Kwak 2019), 일차보건의료가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쿠바 보건의료의 성공 요인을 보다 

실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운영과 성과: 

베다도(Vedado)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시작은 지역사회이다. 지역의 규모와 인구 밀집도에 

따라 일차보건의료의 핵심이 되는 진료소(Consultorio)와 폴리클리닉

(Policlínico)이 설치된다.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진료소

는 의사와 간호사 각각 한 명으로 구성되는 기초의료팀(EBS, Equipo Básico 
de Salud: Basic Team for Health)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소아과, 내과, 
치과 등 분야별 전문의로 이루어진 기본건강실무그룹(GBT, Grupo Básico 
de Trabajo: Basic Group for Work)은 진료소의 가족 주치의와의 협진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이다.5 
폴리클리닉은 관할 구역에 골고루 분포된 진료소들을 총괄하고, 더 나아가 

진료소보다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폴리클리닉은 

과거 질병 치료 위주의 역할을 담당했던 병원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역할이 변화되어 해당 지역사회의 건강 캠페인을 비롯하여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의 질병 예방과 통제, 그리고 건강위험요소 진단 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Sánchez et al. 2001). 또한, 진료소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즉 심전도, 초음파, 내시경 등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11년 쿠바 보건성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쿠바 전체 가족 주치의

(Médico de Familia) 수는 약 34,738명이며, 이 중에 75.9%는 1급 가정전문의

(MGI, Médicina General Integral)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약 1,400여 명의 

가족 주치의는 산악지대에 거주한다. 또한, 전체 쿠바 국민을 포괄하는 전국 

진료소의 숫자는 11,486개에 이르렀고, 2012년에는 그 수가 11,506으로 증가

했다(Álvarez Sintes et al. 2014, 96). 이에 본 장에서는 진료소의 일상적인 

 5 EBS와 GB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ung(2017, 171-172)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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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기능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쿠바 베다도 

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론6

본 사례 연구는 쿠바의 수도 하바나의 플라사(Plaza)시(市)의 베다도 구역에 

위치한 진료소에서 이루어졌다.7 연구 거점 진료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숙소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 외에는 특별한 선정 기준을 두지 않았다. 
숙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진료소를 거점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료소는 물론 

지역주민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현지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참여 관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우선한 거점 연구대상 진료소를 선택하였고, 숙소에서 도보로 약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과의 라포 형성, 인터뷰 및 심층 면담 등이 수월하도록 상호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선정된 진료소를 식별할 수 있는 간판은 #5로 이 지역을 담당하는 폴리클리

닉 소속 진료소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지역의 폴리클리닉의 식별명은 

‘몬카다의 영웅’(Héroes del Moncada)으로 건강구역(Área de Salud)으로 구분

되는 해당 지역을 관리·담당하며,8 #5 진료소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진료소를 

관할하고 있다. 주요 관찰대상인 진료소#5의 인근에는 약 두 개의 진료소가 

추가로 관찰되었는데, 이웃한 두 군데 진료소 모두 도보로 약 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주요 관찰대상인 진료소#5 외에도 

주변 두 개의 진료소를 틈틈이 관찰·방문할 수 있어 연구지역으로서 긍정적인 

 6 본 논문의 사례 연구로 인용되는 진료소의 정보와 위치가 공개되는 만큼 사전 양해를 
통해 관련 의료진들의 이름은 별도로 익명처리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7 쿠바는 수도 하바나를 포함 16개의 주(Provincias)와 168개의 시(Municipio)로 이루어져 
있다. 아바나주는 15개의 시로 구성되는데 그 중 플라사(Plaza)시에 있는 9개 바리오
(Barrio) 중 하나인 베다도에 위치한 진료소 한곳을 중심으로 거점연구지역을 선정하였
다. Barrio는 지역의 “구역” 혹은 우리 행정단위로는 “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플라사 
시의 구역들(Barrios)은 다음과 같음: Vedado, la Rampa, el Príncipe, Plaza, Nuevo Vedado, 
Puentes Grandes, Colón, Aldecoa, San Antonio Chiquito y el Carmelo. 

 8 건강구역(Área de Salud), 흔히 영어로 “Health Zone”으로 해석되는 이 용어는 하나의 
폴리클리닉이 관리·감독하는 진료소들이 위치한 지역을 통칭하여 부르는 개념이다. 
전염병이나 지역 건강 및 위험요소 관리하며 건강 캠페인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지역의료
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다.



쿠바 일차보건의료 성공 요인 분석: 진료소와 지역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 71

그림 1.  진료소#5 가족 주치의 진료소 내부 모습 [2018.07.]

그림 2.  진료소#5 대기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주민들 [2018.07.]

입지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현지 조사를 위해 인류학자와 간호사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진료소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 소통 방식에 

주목하고, 실제 진료소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방식이나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 

관찰자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진료소 선정을 위한 탐색과 해당 진료소 

관할 구역을 확인하고 관찰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진료소

를 찾는 지역주민 수, 나이, 성별 등을 파악하고, 틈틈이 이루어진 인터뷰와 

심층 면담 등으로 관찰내용을 보완하였다. 현지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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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터 7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해당 진료소 의료진(가족 

주치의와 간호사)9의 방문 진료에 동행하고 지역주민과의 개별 심층 면담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지역 소개

연구의 거점 진료소가 있는 베다도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전형적인 주거지

역으로 발전한 곳으로 다양한 시대와 양식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밀집한 

곳으로 유명하다. 쿠바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며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혁명 이전에는 부유층이 살았던 지역인 만큼 

저택들이 눈에 많이 띄며, 현재는 대부분 관공서 건물이나 음악원, 문화센터 

등 공공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남미의과대학(ELAM) 교수로 재직 중인 라파엘(Rafael)에 따르면 플라

사시(市) 베다도 구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쿠바 전체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평균 약 17%인데 비해 이 지역은 

28%에 이른다고 한다. 베다도의 델레가다(Delegada)와10 지역주민과의 인터

뷰에서도 베다도의 인구 밀집도가 높고 노인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점 진료소를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환자들의 

상당수가 노년층으로 관찰되었다. 
베다도 구역은 하바나의 중심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구하바나(Habana 

Vieja), 서쪽으로는 넓은 도로와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신시가지에 해당하는 

미라마르(Miramar)가 위치하고 있다. 하바나 중심에 위치한 베다도는 쿠바 

사람들에게도 부유한 지역(Zone)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입지 조건이며, 이로 인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연구기관 및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도 베다도 지역의 주요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베다도 구역의 주거지역은 아주 평범한 모습

 9 쿠바 진료소의 의사는 “패밀리 닥터”, “가정의”, “가족 주치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쿠바에서는 “Médico de Familia”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가족 주치의”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둔다. 

10 쿠바의 델레가다(Delegada)는 여성 구의원을 부르는 명칭이다. 베다도 구의원이자 우리 
숙소가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구의원은 필라르(Pilar)라는 이름의 흑인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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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부유한 지역이라는 인식과 다르게 여타 도심의 주거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관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많이 띄는 큰 저택도 

대부분 다세대가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띠고 있다. 관찰 대상인 주요 거점 

진료소가 위치(15와 E사이)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물리학 연구소, 수학연구소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있지만 다른 주거용 건물들과 잘 구분되지 않는 

평범한 외관이며,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이루어진 듯한 인상을 주는 주거지역

이다. 

가족 주치의와 지역주민

가족 주치의는 진료소에 상주하는 의사이다. 진료소를 찾는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와 진료는 물론 관할 구역 주민들의 가정에 대한 방문 진료

(Terreno)를 담당한다. 진료소 입구에 게시된 상황표에는 진료소가 담당하

는 주민들의 수(1,194명),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 이름, 그리고 인근의 구강내과

(Estomatología) 위치 정보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11 그리고 오후 12시까지 

주로 진료소에 상주하며 방문하는 환자들을 살피고 오후에는 가정방문 진료를 

한다는 주중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분이 가족 주치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참여관찰 거점 진료소인 베다도 진료소#5의 경우, 관찰이 진행되는 약 한 

달 동안 오전에도 수시로 가정방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12 
베다도 15번가와 E가에 위치한 진료소#5의 가족 주치의 이름은 알레만

(Alemán)이다. 그는 진료소가 있는 건물 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쿠바 가족 주치의는 대부분 진료소가 있는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지역의 주민들이 위급 상황이면 언제든지 의사를 찾아갈 

11 구강내과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있다: Clinica H y 21(거리 H와 거리 21가 
사이에 있다는 의미이다). 진료소가 있는 베다노 구역은 도로명을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여 일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남은 알파벳으
로 서-동은 숫자로 표기하여 어렵지 않게 주소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12 관찰이 시작되는 첫날(6월 말), 가족 주치의는 진료소를 열고 약 1시간 후 진료소에서 
약 이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주민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청진기를 들고 진료소를 
나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미 진료소에는 약 3-4명의 환자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는 진료소 내부에서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문 진료는 약 이틀에 한 번은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간혹 간호사와 가족 주치의가 함께 방문하거나 간호사가 홀로 이동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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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조이다. 말하자면, 쿠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무상의료”의 성격이 전 쿠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의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면, 진료소의 가족 주치의는 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가족 주치의 알레만이 이 지역 출신 의사라는 사실이다. 

대부분 가족 주치의가 출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

이다. 따라서 가족 주치의 알레만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맺게 되는 형식적인 관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은 알레만과 이루어진 인터뷰 일부이다.13 

“나는 이 동네에서 자랐죠. 어머니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살고 계시고, 나는 그 집에서 자랐는걸요. 진료소에서 가족 주치의로 근무하
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고. 이곳의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주민들도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고. 지금 진료소를 찾는 임산부가 하나 
있는데, 그녀는 내가 여기서 가족 주치의로 근무할 때 태어난 아이였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 엄마가 되죠. 이곳의 생활이 아주 익숙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나는 별 불만 없이 잘 지내는 편이고. 물론 내가 좀 성격이 거칠어서 
가끔 찾아오는 어르신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이미 사람들이 나를 잘 아니까 이제 그들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 이 
지역은 다른 데 비해 노년 인구층이 많아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노인써클(Círculo de Abuelos)이 잘 운영
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 모임은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노인들에 의해 조직되
었고, 의사가 하는 일은 코디네이터(Moderator)로서의 역할 정도일 뿐이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자신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일상적인 조직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 해주는 일 중에는 방문 진료를 할 때 혈압 등을 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도 포함하지(웃음). 가끔 어르신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저 오다가다 
들르기도 하는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면 ”그냥 지나가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들렀어.”라고 하고 가버리기도 하고요. 환자가 없으면 내처 진료소
에 앉아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답니다.” 

처음 숙소와 가장 가까운 진료소의 가족 주치의가 알레만이라는 사실은 

진료소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알 수 있었다. 숙소 주변의 주민들

이 자신들을 담당하는 가족 주치의 이름은 알레만이고 미션을 여러 번 다녀온 

아주 유능한 의사라는 설명을 빼놓지 않았기 때문이다.14 주민들의 반응을 

13 면담은 2018년 7월 4일 오전, 베다도 진료소#5에서 이루어짐. 본 내용은 알레만과 
진료 도중 저자들과 잠시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에서 알레만의 이야기를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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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지역사회에서 알레만의 평판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주치의의 일과와 업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가족 주치의가 집에서 나와 진료소 문을 열지 않고 어딘가로 간 후에 가족 

주치의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연구진에게 우연히 지나가던 노인이 예사롭게 

던진 말의 일부이다. 

“처방전을 가지러 갔다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던가요?” “그럼 23번가에 
있는 폴리클리닉에 갔을 겁니다. 가까우니까 금방 와요.” “알레만? 잘 알죠. 
미션을 세 번이나 다녀왔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도 하고.”15

알레만의 진료는 정해진 형식 없이 어디서나 이루어진다. 대기실에 앉아 

있던 주민이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보다 알레만이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였다. 마치 의사가 있는 진료소가 아니라 동네 사랑방이거나 노인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 같은 분위기에 가깝다. 진료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지 왁자지껄 떠들고 박장대소하는 소리까지 끊이지 않고 들렸다. 더는 의사실

과 대기실의 분리가 별 의미가 없어 보였다.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진 관찰 시기 동안 인도 위에서, 아파트 앞에서, 

때로는 오토바이 위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등에 손을 얹어 위로하는 

모습의 가족 주치의를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다. 가족 주치의 알레만과 지역주

민과의 관계는 이 진료소에서만 관찰되는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후 쿠바의 라 플라야(La Playa) 지역 진료소에서 진행된 추가 관찰 연구에서

도 가족 주치의와 주민들 간의 관계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16 
이처럼 가족 주치의와 지역주민들이 의사와 환자라는 기계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족 주치의 알레만의 주거 

14 쿠바에서 의사들의 미션(Misión)은 전염병이나 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국가들, 특히 제3세계의 국가들로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알레만이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Henry Brigade(쿠바 국제구호 의료단체)에 속해 있는 의사라는 
사실은 조사를 마치고 우연히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15 에밀리오라는 이름의 할아버지. 현재 65세로 아직도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으며 
출근 중에 우리와 마주쳤다. 이후로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차례 정도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16 라 플라야시에 위치한 진료소#21의 가족 주치의는 40대의 젊은 여성이었으며, 반면 
간호사는 60이 넘은 오랜 경력의 소유자였다. 이셀(Yisell)이라는 이름의 가족 주치의는 
진료소의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마리엘(Mariel) 간호사는 진료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진료소 관찰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사이 약 4개월 
간 추가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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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지역 내에 위치하여 진료소의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가족 주치의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출발점이 되는 진료소의 

기능이 단순한 질병 치료의 공간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핵심이 예방의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의 

건강 캠페인과 질병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지역공동체의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불가피한 일이다. 
관찰 기간 내 시간당 20여 명의 환자가 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실에서 

마주치는 주민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이어가는 등 친근한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은 물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부 등 진료소를 이용하는 연령층과 구성도 다양하다. 생애주기 처음으로 

부인과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26세의 여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쿠바에서는 모든 여성이 25살에 이르면 세포검사(Cytologia)를 받도

록 가족 주치의가 주민들의 생애주기를 점검하여 관련 검사를 일러준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그림 3.  베다도 구역의 진료소#5 전경. 가족 주치의 알레만이 

스쿠터를 타고 처방전을 가지러 가고 있다. [2018. 07.]

간호사와 지역주민

관찰 이틀째 아침, 토요일이지만 진료일정표에 따르면 아침 8시 30분부터 

진료가 시작된다. 저자들은 일찌감치 진료소 앞에서 대기하며 문이 열리기를 



쿠바 일차보건의료 성공 요인 분석: 진료소와 지역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 77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진료소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가까이 접근하여 간호사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어 그녀는 오늘은 방문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사복 차림으로 출근했다는 

설명을 자연스럽게 덧붙인다.17 간호사가 진료소의 문을 열기가 바쁘게 일시에 

주민들이 몰려오고 전화벨이 울린다. 마치 어디에선가 진료소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간호사의 이름은 글레이비스(Gleivys). 오늘 진료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 노인들이다. 혈압을 측정하러 와서는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며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옆에서 말을 거들고, 아들의 

알코올 중독이 걱정되어 우울증에 빠진 또 다른 주민의 하소연이 이어지지만, 
간호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다. 특히 심각하게 우울한 노인에게

는 혈압이 좀 높은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띨로(tilo) 차를 

마시도록 권고한다. 신경 안정을 돕는 허브차의 일종이다. 아들 문제는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보겠다며 위로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글레이비스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안과 수술실 간호사가 되었다. 결혼과 

함께 아이가 생기면서 수술실을 떠나 폴리클리닉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그곳

에서 두 아이를 키웠다. 이후 셋째가 태어나면서 육아를 위해 지금의 진료소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진료소는 집에서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아이를 돌보기가 유리했기 때문이다. 알레만과는 달리 간호사인 

글레이비스는 베다도 진료소#5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일 년 반 정도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런데도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과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다. 진료소에서 간호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대기실, 진료소 문 앞 등 주민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혈압을 재고 이야기를 듣는 일의 연속이다. 
지역사회에서 진료소가 하는 주요 활동 중에는 거동이 힘들거나 중증인 

환자들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관리하는 일이 포함되는데, 특히 산모와 

한 살 이하의 영아가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정방문 횟수가 

17 복장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니 간호사 가운을 입고 출근하는 게 원칙인 모양이다. 
실제로 시내 곳곳에서 가운 차림으로, 때로는 캡을 쓰고 출근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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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며,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가 동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도 잦은 편이다. 가정방문 횟수나 진료형식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에 따른 정기적인 소독을 위해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신생아와 

산모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혈압이 있는 할아버지의 혈압을 체크하는 일 

등은 글레이비스 간호사 혼자 방문하기도 한다. 간호사의 방문을 받는 주민들

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럽다. 알레만의 안부를 묻는가 하면, 아이가 지난밤 

살짝 미열이 있었으나 금방 괜찮아졌다는 등의 아주 평범한 대화들이 주민과 

간호사 사이에 오고 간다. 
진료소 의료팀(EBS)을 구성하는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는 이른바 건강 

구역(Área de Salud) 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Álvares Sintes 2014, 
94). 글레이비스는 진료소로부터 10여 블록 떨어진,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살고 있다. 진료소 근무를 희망하면서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으

로 발령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림 4.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고 난 후 환자의 가족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2018.07.]

직장의 자유로운 이동, 즉 병원의 수술실에서 근무하다 진료소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일은 쿠바 의료진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쿠바에서는 직장의 업무가 개인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글레이비스의 경우처럼 양육과 같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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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사안은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우선권을 보장받는 분위기가 

역력하다.18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 

진료소는 쿠바 일차보건의료가 시작되는 기본 단위이자 주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료소의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는 해당 건강구역을 총괄하는 

폴리클리닉(Policlínico)의 행정적 관할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며, 부인과, 소아

과, 내분비과 등 폴리클리닉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며 해당 

지역공동체의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진료소

의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는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이 있는 주민이나, 노인과 임산부 혹은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구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쿠바 가족 주치의 양성 프로그램에 따르면 진료소가 관할하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약 140-180가구 내외로 하되 인원이 1,500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속성, 총체성, 지역성 등을 강조한다(Álvarez Sintes 
2014), 특히 지역사회 참여는 쿠바 일차보건의료 체계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질병의 치료라는 생의학적 관점과 대비되는 예방의료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의 역할이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알레만은 진료소의 의사이자 해당 지역의 주민이며, 심지어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이웃들이 사는 지역의 가족 주치의다. 알레만은 지역의 주민들로부

터 “좋은 사람”이자 스마트하고 실력 있는 좋은 의사라는 평판을 듣는다. 
‘베다도 진료소#5 = 가족 주치의 알레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해당 

지역사회에서 알레만의 위치는 확고하다. 
간호사 글레이비스의 경우, 알레만과는 다르게 해당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 약 일 년 반 정도의 경력에 불과했으나, 만성 질병이 있는 환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을 재거나 임산부와 산모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 

18 쿠바의 센트로 하바나 진료소#27에서 만난 에르메이데 간호사의 경우도 근무를 시작한 
지 약 2달여 정도 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보살펴 드리기 위해 집과 가까운 진료소 근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인터뷰, 센트로 
하바나 Cayo Hueso 구역에 위치한 진료소#27, 2018.07.10.). 



80 ❙ AJLAS Vol. 33 No. 2

진료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자연스럽

게 형성되고 있었다. 
쿠바의 일차보건의료는 1984년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소 기반의 현재 일차보건의료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립되었다. 약 30여 년 동안 예방의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차보건의료를 통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높은 의료적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와 밀착된 관계를 

토대로 하는 진료소와 이를 구성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로 이루어진 진료소는 질병을 치료하는 임상 

의학적 측면보다는 예방과 관리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포착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유익한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이 진료소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일차보건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공동체적 기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향후 과제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쿠바 보건정책의 성공 요인을 일차보건의료의 첫 단계인 

진료소와 해당 지역사회 간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류학적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쿠바 일차보건의료가 시작되는 

진료소의 기본 의료팀인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가 해당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과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적 관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여러 연구(Ljunge 2014; Rocco, Fumagalli and Suhrcke 

2014; D’Hombres et al. 2010)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보건의료의 긍정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Hollard 
and Sene(2016)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개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신뢰”(trust)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상호유기적 관계로 분석하면서,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긍정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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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유럽 26여 개국의 자료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Rocco 2014; Rocco, Fumagalli and Suhrcke 2014) 연구나, 지역사회의 형성된 

“신뢰”가 개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역할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고찰한 연구

(Carpiano and Fitterer 2014) 등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지역사회 내 소통, 신뢰, 상호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 주도의 일차보건의료 정착이 쿠바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Starfield, Shi and Macinko(2005)의 주장은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쿠바 예방중심의 일차보건의 높은 의료 성과를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소의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 그리고 지역주

민들의 상호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는 쿠바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밀착 관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쿠바의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으며, 쿠바 보건 의료시스템 연구가 

정책적 수준의 거시적이고 통계적인 측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저자들은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높은 의료적 성과는 해당 

지역사회의 진료소 기능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가 지역주민들과 형성하는 일상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쿠바 하바나 베다도 지역의 거점 진료소#5를 약 한 달여 간 참여 

관찰하였고, 해당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및 면담 등 일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인류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록 국내 인류학 현지조

사 연구의 여건을 고려하면 약 한 달여 간의 조사는 절대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

에도, 여전히 쿠바 지역사회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총체적 파악하기 위한 

연구 기간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성과는 쿠바 일차보건의료의 높은 의료적·사회적 

성과는 진료소의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 그리고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

는 평범한 일상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지역공동체적 관계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한편으로 쿠바 지역사회의 ‘건재한’ 공동체

적 특징은 이른바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사회적 자본이 보건의료에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Hollard and Sene(20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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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쿠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은 

반세기가 넘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로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편적 성격의 의료시스템

을 정착시킬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가족 주치의와 간호사가 지역주민과 

맺고 있는 관계의 구체성을 관찰한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 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수집한 주민들과의 인터뷰와 

면담 등 질적 자료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쿠바 보건의료를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쿠바 일차보건의료

의 높은 의료적 성과가 진료소와 지역사회의 관계라는 다소 단편적인 측면으로 

부각된 점은 본 논문의 분명한 한계이기도 하다. 
비록 이번엔 연구 방법론의 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주요 관찰 대상인 진료소 

한곳에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위해 인구 구성이나 

주거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적 성격을 고려한 진료소의 사례 연구들을 

축적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쿠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과 활동으로 근시일내에 이 같은 한계가 극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고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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