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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s of February 24th, 2020, teleconsultation using telephone
was temporarily allowed to respo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This is the first case allowing teleconsultation between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they came to experience telemedicine despite its
temporary allowance during the COVID-19.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cceptance and satisfaction
of healthcare providers at hospitals on the teleconsultation program. For doing
it, we adop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with
healthcare providers on experiences and acceptance to teleconsultation.
Results: In general, healthcare providers presented low acceptance to
teleconsultations due to concerns mainly on safety and effectiveness. However, it is
notable that healthcare providers presented greater acceptance to teleconsultations
when they were provided a guideline from an organization that they worked
for regarding the type of patients whom teleconsultation can be offered, clear
procedure of reservations and check-in for teleconsultations, days of supply for
prescription, and receipt of prescriptions than those without a guideline.
Conclusion: The finding from the study suggested that a teleconsultation program
needs to be systemized with guidelines on the situation, the scope, and a target
population,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established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and the place of provision and reception of teleconsult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streamline procedures for the provision of teleconsultations.
For delivering teleconsultations in a more effective and safe way, the adoption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enabling visual explanations and ob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elephone is the most limited mode of delivering
teleconsultation. Last but not least,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eleconsult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
Keywords: COVID-19 pandemic; Teleconsultation; Telemedicine; Focus group
interview

한시적 전화상담 · 처방 • 유혜림 외

서 론

료이용자-의료공급자 간 비대면의료와는 달리 의료
인 간 비대면의료는 지난 2002년부터 의료법에서 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ronavi-

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격·

rus disease 20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화상담·

오지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환자-의료인 간 비대면

처방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

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폐쇄되었으

2018년까지 정부와 의사협회 공동으로 비대면모니터

며,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짐에

링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

따라 의료이용이 급감하였다[1]. 코로나19 상황에서

다. 이후 환자-의료인 간 비대면의료를 허용하기 위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의료이용이

한 의료법 개정안이 세 차례(2010년, 2014년, 2016

필수적인 환자군의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진의 코로

년) 발의되었으나,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 일부 시

나19 감염 방지,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의료공백을

민단체의 반대로 전부 임기 만료 폐기된 상태이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

비대면의료는 의료이용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이

이용자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과 코로나19

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 오진

으로 전화상담·처방이 시행되었다[2].

발생의 법적 책임 소재,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은 별도의 신

비대면의료의 제도권 내에서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청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비대면의료 시행은 대형병원

에 한하여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전제로

환자집중 현상 강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하였다. 진료 시에는 본인 확인과 진료 내용 기록 등

있다는 우려로 일부 의료인과 시민단체로부터 반대

대면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환자의 진료비 수

에 직면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납은 의료기관과 환자 협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경험, 안전

하였다. 진료 후 약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는

성·효과성·의료질, 유용성 및 만족도 등 분석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송하여 진료부터 약제 수령까지 환자의 의료기관 방

방 법

문빈도를 최소화하였다.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수
가는 시행 초기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초·재진 외래진찰료만 산정하였으나, 이후
야간, 공휴, 소아(1세 미만, 6세 미만)에 대한 진찰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case study)

료와 병원급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의원급 대상

방법으로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인식

전화상담관리료를 가산·적용하였으며 환자의 본인

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이란 연구자

부담은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가 연구대상을 질적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현상

이번 전화상담·처방 허용은 의료이용자-의료공

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3]. 이때 연구자는 이러

급자 간 허용된 국내 최초의 비대면의료 사례이다. 의

한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과 상황 속에서의 해석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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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다[4].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표적

는 초기 설계 시 총 35명을 5–6인 단위로 그룹을 설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일대일 심층면

정하여 각 집단당 1회의 표적집단면접을 시행하고자

접(in-depth interview)의 조사방식을 통하여 수집

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해

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

다수의 표적집단면접이 불가능하여 참여인원을 축소

운 의견 교환과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

또는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전환하였다.

하는 방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의 주관적이

표적집단면접과 일대일 심층면접 계획을 수립한

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5]. 일대일 심층면

후 반구조화 된 조사지를 설계하였다(표 1, 부록 1).

접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연구방

조사지 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비대면의료

법이다[6]. 표적집단면접의 집단구성 적합성은 동질

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

성(homogeneity)과 분할성(segmentation)에 따라

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전화상담·처

보장된다[7]. 이를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방의 운영현황 및 진료경험, 영역별 전화상담·처방

에 동의한 인터뷰 참여자들에 대해 일정 건수 이상의

평가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은 전화상담·처방의

전화상담·처방 제공자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그룹

안전성·효과성·의료 질, 만족도, 유용성, 개선사항

을 구성하였고, 의료제공자의 지역과 종별을 고려하

및 추가 의견으로 선정하였다.

여 분할하였다. 일정 건수 이상의 전화상담·처방 제
공자는 건강보험청구자료 접수기준으로 전화상담·
처방 빈도수가 높은 지역과 종별을 고려하여 조사대

2.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청구자료

상 의료공급자를 선정하였다. 표적집단면접 시 집단

접수일자(2020. 2. 24.–4. 12.)를 기준으로 전화상

구성 크기는 최소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기도 하지

담·처방빈도가 높은 지역과 종별을 분류하였다. 이

만 연구목적과 토의주제에 따라 합리적인 참여자 수

때 한방, 치과를 제외한 의과 병원 의료기관을 대상으

를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이 소규모인

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집중 발생지역을 고

경우는 참여자가 전문가인 경우이다[7]. 이 연구에서

려하여 대구·경상권 20명, 서울·경기권 10명, 이외

표 1. 전화상담·처방 의료공급자 조사내용 요약
주제

전화상담·처방 운영현황
운영현황

전화상담·처방 도입 시작 과정; 시행환자 및 재진환자 분류기준; 전화상담 거절 사유

진료경험

소요시간; 환자와의 소통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동일 상병으로 추가 전화 진료 여부; 환자 특성

영역별 전화상담·처방 평가
안전성·효과성·의료 질

안전성 확보 조치; 환자의 건강상태 증진효과 평가; 의료 질 향상 효과 평가

유용성

적용 고려 대상; 의학적 안전망을 위한 방안

만족도

의료진의 만족도; 의료진이 느끼는 환자만족도

개선사항 및 추가 의견

주: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질문지 참조.

38

내용

www.hira-research.or.kr

|

HIRA RESEARCH 2021;1(1):36-49

한시적 전화상담 · 처방 • 유혜림 외

지역 5명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였다(표 2).
표적집단면접과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한 전화상
담·처방에 대한 의료공급자 조사는 2020년 5월 22
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최
종적으로 대구·부산·경남권 12명, 서울·경기권
11명, 전체 23명이 응답하여 65.7%의 응답률을 보였
다. 권역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소속의 의사, 간
호사, 행정직이 응답하였으며, 의사의 경우 전공과목
을 고려하여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외 지역과 의원
급에 대한 조사는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해 조사
를 할 수 없었다.

1. 전화상담·처방 운영현황
1) 운영현황

전화상담·처방 도입은 종별의 차이보다 병원조
직 특성과 의사 개인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
다. 조사대상 병원의 대부분은 매스컴 등을 통하여
전화상담·처방을 접한 환자가 먼저 문의하여 시작
되었으나, 일부 병원은 전화상담·처방의 선례가 되
는 병원을 참조하여 병원 경영진이 전화상담·처방

표 2. 전화상담·처방 의료공급자 조사결과

서울 · 경기권
이 외 지역

“서울OO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에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

서 한 2월 중순에서 말에 원장님이 전화처방에 대해서 회의를 진

행했으면 한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환자의 의료 보호 차원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코로나 터지면서 환자 수가 확 줄었잖아요… 직원들한테 전화
를 돌리라고 했어요.”

(2) 이용절차 및 과정

외래 진료과 전화 연결 → 주치의 확인 후 처방 가능
여부 결정 → 원무접수(간호사 요청) → 주치의 전화
상담 후 처방 → 수납(무인수납기, 전용창구) → 처
방전 지정약국 팩스 전송”의 경로이며, 상급종합병
원의 경우 부별 업무 분장이 잘 구분되어있는 것으

(1) 도입 시작 과정

대구 · 부산 · 경남권

“매스컴을 보고 환자분들의 문의가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이지요.”

주로 “진료과/원무팀/콜센터로 전화상담 요청 →

결 과

구분

을 준비한 사례도 있었다.

로 나타났다.
“콜센터나 원무과에 전화상담이 가능한지 문의가 오게 됩니다.
환자들한테 문의가 오면 해당 진료과에 문의를 합니다. 해당 환

자가 전화상담이 가능한지 문의해서 직원이 연결하면 간호사 선

생님이 주치의한테 확인을 합니다. 해당 환자가 전화상담이 가

능한지 확인하고 주치의가 판단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간

최종 조사현황

- (상급종합병원) 3개소 7명: 의사 5명(신경과 1명, 이비인후과 2명, 소화기내과 1명, 
순환기내과 1명), 행정 2명
- (병원) 1개소 5명: 의사 3명(내과 1명, 소아과 2명), 행정 2명

- (상급종합병원) 1개소 8명: 의사 3명(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간호 3명, 
행정 2명
- (병원) 2개소 3명: 의사 2명(신경과, 내과), 의사 1명(재활의학과)
- 조사 종료

주: 서울·경기권에서 목표보다 1건을 초과하여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외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라 조사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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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선생님이 원무과에 접수하고 환자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상

드리고요.”

“문의전화가 오게 되면 진료과로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원무

방법을 안내를 드려요.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수

담이 이루어집니다.”

과가 아닌) 진료과 쪽으로 바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래

에서 이런 환자분이 있다고 언질을 드리면 진료과장님들이 판단
했을 때 ‘전화처방이 가능하다’라고 주시면 처방을 내주시고…”

“다시 저희가 환자한테 연락을 드려서… 진료비 수납에 대해서
납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5) 약제 처방

원내처방의 경우, 원무과에서 해당 약제를 환자

(3) 진료 운영

의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기도 하였다. 원외처방의

병원 또는 의사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진료

경우, 이전과 같이 환자가 문전 약국을 방문하거나,

를 번갈아 가면서 상시 대응하는 경우와 전화상담·

원거리 환자의 경우 환자가 이용할 약국으로 처방전

처방만 시행하는 시간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을 발송하거나 약제를 우편으로 배송하였다.

상시 대응하는 경우는 환자가 전화상담·처방시간
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환자가 의사의 전화를 받을 시
전화상담·처방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
기도 하였다.
“저는 오전에는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전화해서 해결하고 오
후에는 3시부터 3시 반에 해결하고…”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외래를 보는 와중에 전
화를 드리는데 전화 안 받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럼 또 진료하
다 또 전화하고 또 전화, 한 세 번, 결국 안 되는 경우도 많고…”

(4) 진료비 수납

계좌이체, 무인수납기 이용, 카드번호 결제방법
이 있으며, 다음 내원 시 수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
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상담·처방 시행 여부와 수납 여부
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면진료에 비해 전화
상담·처방 수납에 대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높

“원내 약을 받는 분은 원무과에서 댁으로 약을 발송해드리고, 원

외처방은 원하시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해드리고 있
습니다.”

(6) 시행 사유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염병 감염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경우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내원을 두려워하거나 거리 등으로 내원
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였다.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
에 오시는 것을 꺼려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무릎 관절염으로 소염제 처방을 받았던 분이고 집

이 멀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부담스러워했고, 연세가 70세 이
상으로 고령이고, 고혈압에 만성질환이셨습니다.”

(7) 시행환자 및 재진 환자 분류기준

전화상담·처방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게 나타났다.

대해 시행하였으며, 재진환자는 대부분 “건강보험요
“저희 전산프로그램으로 확인이 됩니다. 진료를 보셨다 안 보셨

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의 동일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

려드리던지, ‘다음에 오실 때 수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재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초진은 안 되고… 심평원에서 가이

다, Y (yes)가 표시되면 수시로 전산에서 확인해서… 계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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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3개월(90일) 이내 내원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한시적 전화상담 · 처방 • 유혜림 외

드해준 거 아닌가요? (물음: 건강보험법상 3개월이거든요) 그러
면 저희도 3개월…”

“저희 병원 기준은 한 달이 넘으면 초진으로 바뀌고, 한 달 이내
방문이면 재진 환자로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중요
하죠, 재진.”

(8) 전화상담 거절 사유

초진환자이거나, 재진이어도 전화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 호소, 상태의 변동,
처방 약 변경, 복잡한 검사결과 설명이 요하는 경우
안전한 진료를 위하여 환자의 내원을 권유하였다.
“… 초진이라든지 약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지…”

“환자분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내원하면 직접 설명
드린다고…”

“환자의 증상에 변동이 있으면 거절하죠. 일단 증상 변동에 큰

에 불편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상급종
합병원의 의사들은 환자와의 소통이 충분하다고 판
단한 반면, 병원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5년, 10년, 몇 년씩… 늘 보던 사람인데, 저는 소통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척하면 척인데.”

“환자의 말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노인 환자가 많다 보니까
증상을 제대로 설명 못 해서…”

“전화를 하면 운전 중이시고, 전화를 했는데 애가 옆에서 떠들
고…”

(3) 동일 상병으로 추가 전화 진료 여부

전화상담·처방은 대부분 1회 실시로 끝났으나,
동일 약제 처방은 추가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차이가 없고 약만 똑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은 없죠.”

“두 번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대면으로 설명해도 10분 이상은 걸리거

러실 경우는 전화를 주셔서 처방을 원하시면 드리죠.”

“…알레르기검사는… 페이퍼로 설명해야 의미 전달이 잘되고,
든요. 그게 종이가 없고 전화로는 할 수가 없는 설명이라서…”

2) 진료경험

(1) 소요시간

대부분 대면진료에 비해 짧았으나, 의사의 평소
진료행태에 따라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전화가 더 짧은 거 같은데?… 전화가 훨씬 짧지. 그 사람들 약만
먹고, 증상 아무것도 없고, 스테이블한(증상이 안정된)… 환자
자체가…”

“저는 또 상담을 길게 해야 돼서, 한 10분 정도…”

(2) 환자와의 소통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대부분 고령층의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충분하
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주변 소음으로 전화 진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 달 처방을 했는데 또 오시기가 그

(4) 환자 특성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
는 환자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라포(rapport)가 형
성된 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
상선, 골다공증, 위염),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치매,
뇌전증, 영유아 등), 내원이 어려운 환자(원거리)의
경우 시행하였다.
“라포가 되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환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60대 이상이 많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골다
공증…”

“뇌전증 환자는 지체장애나, 보호자 분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경

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와도 제가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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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경우는 전화 진료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한 번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그(전화상담·처방) 편

“약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더 위험한데. 빨리 나

를…”

“몸이 불편하시거나 멀리 있어 올 수 없는 상태요.”

오라고 하고 절대 못 나온다 하면 전화처방을 해야죠, 짧게라도”

2. 영역별 전화상담·처방 평가
1) 안전성·효과성·의료 질

리성 하나 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한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

2) 만족도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의료진은 진료 자체가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화 연결의 어려움,

의료인의 전화상담·처방의 안전성 확보 조치로

전화상담·처방의 추가 실시로 인한 대면 진료의 부

는 (1) 전화상담·처방이 가능 환자군과 필요 환자군

정적인 영향, 의료 안전상의 이유로 대체로 불안하

선별, (2) 전화상담·처방 시 본인 확인, (3) 환자의

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상태 파악 후 내원 권유, (4) 전화처방 시 동일 약제
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5) 전화상담·처방원칙 설
정으로 나타났다.
“자기가 리스트를 뽑아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고 한 사람에 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부분 본인만 통화
를 하고요.”

“혈압약을 타시면서 다른 질환의 약을 요구하실 때, 하루 대면진
료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안전성에 문제가 안 되는 분만, 리피트 처방 위주로… 길 때는
두 달, 보통 한 달.”

“전화 진료를 처음 하던 것보다 한 100명, 200명 넘어가다 보니

까 이제 딱 물어볼 것들의 리스트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물

어보고 그다음 무슨 질문이고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하고 끊으면
되는지…”

환자의 건강상태 증진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행
기관과 환자 수가 적고,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건강 측면의 효과
보다는 편의성이 증진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제 한 지 3-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큰 문
제점이 드러나거나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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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전화(진료)와 대면(진료) 중에 전화 진료가 편하긴

했어요. 대화의 길이가 짧고 대화의 폭도 제가 묻고 싶은 것만 물
어볼 수 있었고, 환자가 중간에 엉뚱하게 빠지지 않으니까…”

“대면하지 않으니까 편한데 환자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까 증상 변동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게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느끼는 환자의 만족도는 의료진은 편리성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의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은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도 시간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비대

면이 있다고 하면 보호자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연로하셔서 못 오시는 분인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
니다… 역으로 의사는 불안감을 안고 가는 것이지요.”

3) 유용성

내원이 어려운 환자와 안전성이 확보된 환자에

대해 유용하며 적용대상군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있었다. 특히 (1) 도서산간벽지, 거동 불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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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층군, (2)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대상군, 특
히 환자의 상태가 일정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와 진단결과를 알려주는 산
부인과가 제안되었다.
“백그라운드는 원격진료라는 게 산간벽지 혹은 거동 불편, 혹은
소외계층…”

“차츰 해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진료 봐야겠다, 처음에
심혈관 쪽이라던지, 아니면 당뇨센터 같은 경우는 약만 타면 되

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적용됐고요. 호흡계라든지, 특별한 문제

국을 이용했는데, 성분명 처방이 왜 위험한가 하면, 같은 성분이

라도 약제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엉뚱한 반응
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서 설명하는 거랑 직접 했을 때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
아서, 대면진료하고 비대면은 확실히 차이가 너무 많아서 특수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4) 개선사항 및 추가 의견

전화상담·처방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처방전

는 없어요. 이제 좀 지나니까 전화처방보다 상담, 산부인과 같은

및 약제 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

면으로 해가지고 상담 건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 매뉴얼/지침 제공, 대국

로 오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가 판단

수가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경우는 결과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쪽은 비대

상담·처방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

“호흡기내과 만성질환자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이든 주기적으

민적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했을 때 이 정도는 약으로 처방해도 가능하다는 경우에는 사전
에 환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충분히 면담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케이스는 만족도도 좋은데…”

전화상담·처방을 위한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
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성
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현재 전화상담·처방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근에 코로나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결국 헬스케어가
디지털로 가는 게 대세고,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맞겠죠. 저

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심

평원이나 복지부에서 준비를 한다면 ‘화상’까지는 가야 되지 않
을까, 그래야 조금 더 안전하고 서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전약국은 우리 병원에 있는 약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

에 거의 그런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요. 잘못 처방되는 그런 일. 전화진료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지

만, 타 지역 문전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주지 인근에 있는 약

“저희가 전화처방으로 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파는 약이 없습니
다. 그럼 자기가 다시 병원에만 안 온다 뿐이지 약국은 가게 되어
있거든요.” “비대면은 전화상으로 이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셨는

지, 그리고 처방전은 수령해 가셨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분이 약을 타셨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분이 약을 드셨는지는 다음번 외래 왔을 때 확인할 방법밖에
없으니까…”

“장비라든지, 확실하게 갖춰놓고 진행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

거든요.” “너무 프로세싱이 복잡해요. 모든 직원들이 다 괴롭고.
전화해야 되고, 팩스 보내야 되고, 수도 없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
까 힘들지. 수가를 한 열 배 정도 주면 될랑가… 프로세싱은 보완

이 분명히 되어야 하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약사, 원무, 외래, 교
수, 뭐 쫙 다 해야 되고, 팩스 해야 되고,”

“정책이 결정되어 확대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래서 그러한 고시를 주실 때는 디테일하
게 주시는 것이…”

“의사를 본 적도 없고 대답만 했는데 청구받는 걸 이해 못 하시

는 분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말씀드리고 청구를 하면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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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료와 상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

“한 번은 비대면, 한 번은 대면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원칙이 있

을 받냐고 생각하세요.”

더라고요…”

다고 생각하고, 약 처방해준 것도 아니고 자문했을 뿐인데 왜 돈

“사실 전화상담은 더 많은 행정적인 소모가 필요한데 수가를 덜 주
신다고 하니 섭섭함 같은 것도 있고 그러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달체계 및 비대면진료의 규정에 대한 개선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소외계층 고려, 전달체계 개선, 약

기 때문에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
“전화상담 · 처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분명히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

거는 의료진한테 조금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모두 다 똑
같은 룰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게 진료라는 거거든요. 세 번 하고

나면 무조건 한 번 오게 한다, 의료가 심플한 룰에 의해서 의료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장기처방, 안전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전면적 시행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었다.

자 도입되었으나, 정책의 목적과는 달리 디지털 기

긍정적 의견은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

기에 익숙한 연령군 및 계층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며, 검사결과 안내 등의 사안에서는 적절하다고 평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노령자, 저소득층 등에

가하였다. 중립적 의견은 많은 사례를 경험한 후 향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후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정적

한 전화상담·처방도 상위 종별인 상급종합병원, 지

의견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법이므로 적절하

역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는 전화상담·처방 또한 전달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같이 전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 전화상담·처방을 해

의견이 제안되었다. 안전성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도 환자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 일부 의사를 규제하기 위한

로만 시행하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정책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적절하게 병행해야 하는 규정 설정 등
이 논의되었다.

공하자”인데, 이번에 전화 진료해보면서 느낀 건, 이걸(휴대폰
등) 잘 다루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 같긴 해요… 이게 원래 취지
와는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현재 1차, 2차, 3차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계속 밟
아 오는 게, 원격진료가 있더라도 그걸 밟아 오는 게 맞다고 보거
든요.”

“환자는 계속 편하게 가려 할 것이고 의사는 그걸 거절하기 쉽지
않으니 제도적으로 처방전 리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의사들이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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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간단하게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
분에 진료를 인정해주는 것도. 환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전화처방은 어디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는 찬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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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례를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개념은 아니
었으니까…”

“전화로 상담·처방하고 진료 보는 자체가 정말로 안전성이 담보
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코
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고 찰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여 환자의 필수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고

한시적 전화상담 · 처방 • 유혜림 외

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은 의사와 환

담의 이용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반면에 의

자 간 최초로 시행된 비대면의료이다. 이 연구는 의

료공급자의 만족도에서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일부

료공급자의 측면에서 전화상담의 경험을 조사하여

의료공급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전화상담에 만족하

장·단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였고, 향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 연구대상자는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일정 건수 이

였다. 특히 기관 차원에서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상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의료공급자였으며, 연

구체적인 지침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환자 제공절

구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다빈도 발생지역과 가능

차를 체계화한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진은 전화상

한 한 다양한 종별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

담·처방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다.

별, 직종별 의료공급자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분석

그러나 다수의 의료공급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자료는 표적집단면접(개별심층면접) 또는 일대일 심

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시행이 가능할지라도 안전

층면접을 시행하여 수집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을 사

성 등의 측면에서 전면적인 비대면의료 시행은 시기

용한 분석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전화상담·처방에

상조라고 답변하였다.

대한 운영현황, 경험, 수용도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
였다.

향후 전화상담·처방 적용에 대한 의료공급자는
주기적인 약 복용을 통해 건강관리가 가능한 만성질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환 환자 또는 질환군에 한하여 비대면의료가 유용할

에서 전화상담·처방 도입의 시작은 대부분 환자의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의료공급자는 만성질환으로 동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을 우

일 약제 처방에 한하여 산간벽지 등 의료이용이 어

려한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였으며,

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이로 인해 의료이용이 제한되었다. 일부 의료공급자

의 거리가 멀고 거동상태가 불편한 환자 등을 고려

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차원에서 선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수익 저조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화상담·처방 시행 사유

우려하여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다는

와 체계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화상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처방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지역 또는 소속된

다. 전화상담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종별의 특성보다는 의사 개인의 특성 및

의사는 환자 본인 확인 후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소속기관 차원의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수용성 및

전화상담·처방을 거절한 경우도 발생되었는데, 거

대응체계가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절 사유는 이용자와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경우나 환

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면진료와 비대

자상태가 이전 진료 때와 비교하여 다른 경우 등이

면진료 운영방식, 전화상담·처방 시 소요시간, 전

었다. 의사들은 전화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면진

화상담·처방에 대한 만족도는 평상시 의사 개인의

료보다 짧았고, 전화상담 이용자의 인지능력이나 표

진료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였다.

현방법에 따라 또는 이용자가 전화를 받은 환경에

그간 비대면의료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비대면

따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의료공

의료에 대해 보수적이었으며 법적 또는 급여적용이

급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편리성으로 인해 전화상

제한적이었고, 비대면 영상의학을 제외하고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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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소규모 시범사업 단계 수준이었다[8]. 그러나 코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의원급 사례를 포함한 전체

로나19로 인해 각국은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의료공급자의 누적된 기간의 전화상담·처방 경험

을 보호하고 대면의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

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대면의료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고 급여를 확대하였

결과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전체 의료공급자에

다. 미국은 농촌 지역에만 한정된 비대면의료 조항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을 폐지하고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였으며[9], 일본

향후 비대면의료 정책 및 제도 설계 시 매우 중요한

은 재진환자에 국한되었던 비대면의료를 초진환자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도 적용하였으며 대상 질환도 확대하였다[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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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료공급자 대상 전화상담·처방 만족도 조사지

1. 전화상담·처방의 운영현황 및 진료경험
1) 전화상담·처방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1) 환자와 전화상담·처방 연결과정에 대해 대략적인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시작 시 환자의 사전예약 필수 여부
• 진행 시 환자에 안내하는 주요 내용
• 종료 시 환자에 대한 지시사항 내용
(2) 의료진 판단하에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는
데, 전화상담·처방을 요하게 된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3) 재진환자로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확인방법은?

• 기간 기준 (최소 몇 개월 이내 방문 혹은 몇 회 이상 등) 혹
은 상병 기준 등

(4) 환자의 전화상담 요청을 거절하신 경우가 있나요? 있으셨다
면,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5) 전화상담이 전체 진료상담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코
로나19 기간 중)?

(6) 전화상담 추세는 어떤가요?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
나요? 변화가 없나요?

2)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진료경험 영역에 대하여 의견을 여쭙
겠습니다.

(1) 전화상담·처방 시 상담시간이 몇 분 정도 걸렸나요?
• 5분, 10분, 15분 등

(2) 전화상담·처방

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 전화음질 문제, 혹은 환자의 인지력 문제로 인한 원활한
소통의 어려움, 전화상담 시 환자의 가족과의 통화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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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상담·처방 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셨
습니까? 제공한 정보가 부족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환자당 몇 번의 전화상담이 이루어
졌습니까?

• 1회, 2회 등

(5) 동일 상병으로 전화상담 후 환자에게 추가 진료 follow-up
을 요청하였습니까?

• 추가 진료(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전화상담 요청 혹은
대면진료 요청?

• 환자에게

추가 진료를 하였다면, 또는 진료를 종료하였다
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전화상담·처방을

이용 환자의 주요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
씀하여 주십시오.
• (연령 및 성별)

• (전화상담 이용 목적)
• (주상병)

• (약처방 및 처방일수)
(7) 전화상담

시와 대면진료 시 진료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계십
니까?

2. 영역별 전화상담·처방 평가
1) 전화상담·처방의 안전성·효과성·의료질
(1) 전화상담·처방

시 오진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하고 계
신가요?

• (진료 영역) 진단의 신속함, 진단의 정확함 등

• (처방

영역) 약 처방 시 약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
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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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상담·처방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향상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향상되었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3) 전화상담·처방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향상되었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4) 전화상담·처방이 의료의 질을 향상/개선시켰다고 생각하십
니까? 향상되었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전화상담·처방의 역할)
2) 전화상담·처방의 만족도
(1)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만족도(의료진 vs. 환자)는 어떻습니까?
(2) 동료 의사 등 의료인에게 전화상담·처방의 이용을 권유하시
겠습니까?

(3) 전화상담·처방이 정책적으로 어느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시행 후 종료

• 감염병의 감염위험 상황에 한시적 허용체계 마련
• 특정군에 한정하여 상시 적용
• 상시 적용

3) 전화상담·처방의 유용성
(1) 전화상담·처방이

환자의 진료에 유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간

단축)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 단축 등
• (편리) 의료기관 방문(예약, 접수 등)의 번거로움 등

• (통화

품질 등 장애) 상담 시 통화 품질의 문제로 인한 불
편함 등

(2) 전화상담·처방이

특히 유용한 대상 환자군은 누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유용한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자군/연령군 등

(3) 전화상담·처방이 특히 유용한 진료분야는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용한 영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개선사항 및 추가 의견
(1) 전화상담·처방

시 의학적 안전망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전화상담·처방 효과적이려면 어떠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환자/병원/기술/정책적 측면 등

(3) 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대한 추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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