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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발자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공공의학회 회장 김석연입니다.
우선 대한공공의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선배·동료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 3월 창립한 대한공공의학회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공중보건과 국공립병원의
공공의료 분야의 공직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20년간 많은 선배 공직 의사들의 노력으로
대한공공의학회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 학술적 연구를 하는 전문학회로 자리를
잡았으며, 축적된 회원들의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도
온몸을 바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의료진이 소진되고 있지만, 공공의료에
몸담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저희는 손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상황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2

김석연
대한공공의학회 회장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부족한 점들이 여실히 드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수급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력 부족을 드러냈고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한공공의학회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공공의학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배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회의 발전상이 본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에
실렸으며, 학회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20년사를 기점으로 더욱 더 발전해가는 대한공공의학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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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발자취

공중보건의료 발전의
토대되는 학회로 발돋움

이인영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학회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한공공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발걸음을 뗀지가 엊그제 같고
국립의료원에서 창립총회와 첫 학술대회를 한 것이 생생한데 벌써 청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성년의 학회가 되었습니다.
20주년이 담긴 해에 우리 학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게 되어 저로서는 매우 영광이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람이 성년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부여받듯이
대한공공의학회도 성인기를 맞이하여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료
발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역량 있는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회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새로이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책자는 우리 학회의 창립 준비부터 매년 두 차례 있었던 학술대회와 워크숍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사진도 수록하였고, 창립을
준비하셨던 분들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고증하고 당시 노력들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역사서를 통해 대한공공의학회가 공중보건의 발전에 기여한 바와 더불어 공공의료 성장에
이바지한 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난 20년간 이루어 온 학회의 결실에 스스로 대견함이
앞섭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사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20년사를 만들기까지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본 책자를 준비해 주신 김혜경 고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주신
김요한 학술간사님을 비롯한 20년사 편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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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20년
- 과거, 현재, 미래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공공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년간의 우리 학회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작업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당시 우리 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2020년은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니 학회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차기 임원들께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고 이인영 이사장께서 2020년 5월 7일 개최된 임시 임원 회의에서 저에게
대한공공의학회 20주년 기념 TF 위원장을 맡아 20년사를 편찬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매우
기쁘게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우리나라에 대유행하고
있어 전국의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들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20년사 편찬을 위한 대면
회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1일 편찬위원을 대상으로 카톡방을
개설하였고, 6월 12일 1차 회의, 8월 6일 2차 회의를 거쳐 20년사 목차를 확정하여 분야별로
위원들끼리 원고 의뢰 및 취합에 대한 역할분담을 한 후 본격적인 발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제가 집필을 맡아 학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진단한 후 미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회의 역대 회장 및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유관 학회와
단체의 대표들께 우리 학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고문을 요청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 학회에서 활동한 분들의 회고와 제언을 듣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전 회원들께 이메일을 발송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에세이 형식의 자유기고문을
요청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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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 회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기관 및 공공병원의
존재감은 다시 확인되었고 이들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번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에 수록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조한다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대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이란 무엇이며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전체 의사들의 공적 마인드를 제고할 바람직한
의사 양성체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에 답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양은배 교수님께 원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제도 및 의사의 평생교육 과정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므로 지금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 학회의 20주년이 되는 올해는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학회 회원들에게는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음을 증명하듯이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민·관 협력 모델의 호흡기클리닉 및
생활치료센터를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최초
개발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 직접 원고를 의뢰하여 그 운영사례를 실었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 학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정책제안서를 부록에 실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난 제안서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 많습니다.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건의가 모두 실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도 학회 2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편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간사를 맡아 학회의 과거 자료와 사진을 정리해주신
김요한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의약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공공의학회에
바란다”의 기고문을 맡아 원고를 의뢰하고 취합해주신 박건희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장님,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 한 사람들”의 서면 인터뷰를 맡아주신 김요한 과장님을 비롯한
이주영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의약과장님과 송은철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장님,
자유기고문을 맡아주신 박현정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범 활동사례”를 맡아주신 우선옥 서울시 관악구 보건지소장님 및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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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20년사를 준비하면서 책임감으로 인해 어깨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올해 6월 30일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을 끝으로 만 32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20년사 발간에 바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원고인 ‘학회의 과거’를 정리할 때는 자료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료관리의 중요성을 또 한 번 크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원고인 ‘학회의
발전과제’를 정리할 때는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용을 가다듬고 싶었으나 다들
코로나19로 눈코 뜰 수 없게 바쁘셔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끝으로 제9대 이사장을 맡아 학회 20년사 발간을 추진해주신 이인영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007

발자취
축
사
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발자취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0년 3월 창립한 대한공공의학회는 우리나라 공중보건과 공공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 분야, 국공립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분야 공직 의사
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과 학문적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 비율이
낮아, 수익성은 낮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고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발생 후 치료 중심 의료체계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투자가
부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 보건당
국으로서 보건소의 역량과 전문성,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공공의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공
공보건의료 정책을 발전시키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008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올 한 해는 특히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대응에 있어 공공보건의료체계
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보건소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 최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보건당
국으로서 감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공공병
원은 환자 진료, 선별진료소 운영 등 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과거 SARS(2003년),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MERS(2015년) 등 신종감염병
위기 시마다 대응해왔던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쌓여, 코로나19 위기를 통제해 올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진행 중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체계
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전문인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계속 다가올 신종감염
병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공공의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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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
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발자취

사진으로 본 지난 이야기┃2000~2020

2001. 4. 6.~20.
신규공중보건의사 제2차 중앙직무교육장 방문기념

2001. 4. 16.~20.
신규공중보건의사 제2차 중앙직무교육장 방문격려

2001. 6. 9.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2004. 2. 21.~22.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진 워크숍

2014. 11. 21.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11. 21.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016

2014. 12. 15.   대한의사협회(추무진 회장)에서 비의사
소장 임명 논란에 대한 대응 간담회

2015. 4. 24.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4. 29.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5. 12.
제1기 보건의료행정 최고 고위자과정 수료식

2016.
임시 이사회

2016. 9. 9.
강원지회 창립총회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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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
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발자취

2017. 4. 14.
대한공공의학회 충청지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2017. 11. 10.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11. 10.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11. 10.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2017년 지역의료 멘토링 사업 평가회의

018

2018. 4. 27.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사진으로 본 지난 이야기┃2000~2020

2018. 4. 27.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11. 30.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30.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민기 이사장

2019. 12. 13.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 5. 7.
임시 임원회의

2020. 5. 7.
임시 임원회의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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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연표 | 2000~2020
1999.

04. 24.

대한의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의결
‘공직의협의회’ 신설 조항 마련 - 개정안 제47조

2000.

02. 18.

창립준비 모임

03. 07.

발기인 모임
‘대한공공의학회’로 명칭 결정

03. 11.

대한공공의학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 도종웅 회장 취임

03. 29.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직의협의회’ 인준

06. 10.

창립기념 심포지엄: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09. 0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청원서’ 제출

12. 16.

추계학술대회
정책 대토론회 및 총회
‘국민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

2001.

01. 12.

의협 개혁추진위원회 참여

02. 03~04.

임원진 워크숍

03. 29.

영문 공식 명칭 결정: ‘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Health and
Medicine’

06. 09.

춘계학술대회
‘한국의료의 공공성 제고’

06. 09.

서울지회 창립총회
서동엽 지회장 취임

11. 17.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이권전 차기 회장 선출
‘국가방역체계와 공공보건의료’

020

2002.

2003.

2004.

01. 26~27.

임원진 워크숍
‘공공의료정책연구 소위원회’ 구성

03. 16.

학회 홈페이지 계약

04. 11.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참여

05. 04.

춘계학술대회
‘의사의 공직 및 사회 진출’
‘지역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11. 16.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

02.

임원진 워크숍

02. 07.

정책토론회: ‘공공보건의료 신정부에 바란다’

04.

의료업무수당 인상

05. 30.

춘계학술대회
‘대량재해와 공공의료’

11. 21.

추계학술대회
‘공공보건사업에서 공중보건의의 좌표’ 등

02. 21~22.

임원진 워크숍

05. 28.

춘계심포지엄: ‘참여정부 1년, 공공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12. 03.

추계학술대회
‘젊은 의사의 미래에 대한 제언’
‘공공의의 기본 소양교육’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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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2.

임원진 워크숍

05. 27.

춘계심포지엄: ‘의료시장개방과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1. 18.

2006.

2007.

2008.

2009.

022

02. 24~25.

추계학술대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
‘노인성 질환’
임원진 워크숍

05. 26.

춘계학술대회
‘민간의료보험의 확장과 그에 따른 공공의료정책의 발전방향’

11. 17.

추계학술대회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1차 진료에서의 대사성증후군’

01. 27~28.

임원진 워크숍

05. 18.

춘계학술대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

11. 16.

추계학술대회
‘전염병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의사교육’

05. 30.

춘계학술대회
‘환경 관련 질환’

11. 14.

추계학술대회
‘건강영향 평가’

05. 22.

춘계학술대회
‘만성질환관리사업, 공공의학회의 역할과 비젼’

11. 28.

추계학술대회
‘공공의료기관 홍보 및 Social Marketing 전략’

대한공공의학회 연표 | 2000~2020

2010.

2011.

2012.

05. 14.

춘계학술대회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공공의료의 위상정립’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공공의료시스템의 대응체계’

05. 27~28.

보건소 만성질환 진료의사 워크숍

09. 30 ~
10. 01.

보건소 만성질환 진료의사 워크숍

11. 12.

추계학술대회
‘주민건강증진의 실제’

05. 13.

춘계학술대회
‘성매매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06. 09~10.

워크숍
‘보건소 만성질환 진료의사 워크숍’

05. 01.

전남지회 창립

06. 10.

경남지회 창립

11. 18.

추계학술대회
‘노인의 삶의 질 증진’

04. 27.

춘계학술대회
‘만성 감염병 관리 – 결핵’
‘국가필수의료사업의 현재와 미래’

11. 23.

추계학술대회
‘만성질환 관리’
‘2013년 공공의료에의 민간참여’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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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26.

04.
11. 29.

춘계학술대회
‘빅데이터 시대 국민건강보험 DB의 구축과 의의’
‘자유연제’
인천지회 창립
추계학술대회
‘자유연제’
‘공공의료 현황 - 특화된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광역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 - 발전전략’
‘단상토론’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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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4.

경기지회 창립

05. 01.

부산지회 창립

11. 21.

추계학술대회
‘안전한 사회’
‘한국 건강증진병원’
‘대형재난 대비·대응’

04. 24.

춘계학술대회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
‘공공보건의료 미래 인재 양성’

11. 20.

추계학술대회
‘메르스 대응 경험 및 과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02. 17 ~
05. 11.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행정 최고고위자 과정’ 개설

02. 19 ~
02. 20.

임원진 워크숍

04. 08.

대한보건협회 종합학술대회 참여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

04. 09 ~
11. 19.

대한예방의학회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리더 과정’ 개설

대한공공의학회 연표 | 2000~2020

2016.

04. 29.

07. 08.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참여

09. 09.

강원지회 창립

11. 03.

2017.

춘계학술대회
‘공공의료 강화 - 공공의료 핵심 기능과 공공의료기술자원의 발전방향’
‘일차의료 활성화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공중보건의 개념과 핵심 기능’

추계학술대회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력’
‘국공립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보건소 기능 정상화 관점에서 본 보건소 진료 발전방향’

01. 16.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정책 워크숍 개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공중보건의 위상과 역할: 공중보건,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등의 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03. 26 ~
11. 10.

공직 의사 핵심역량 개발 TF 운영
공직 의사 핵심역량 관련 외국 문헌 번역

04. 05.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국회 대토론회 개최
‘국민 건강의 위기를 극복할 공중보건체계 개혁방안 제안’

04. 07.

대한보건협회 60주년 기념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참여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개편 방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04. 14.

충청지회 창립

04. 28.

05. 17.

춘계학술대회
‘최근 이슈 질병관리 전략을 이해’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보건소장 관련 조항
개정 권고
학회 차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대응 TF’ 구성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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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20.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06. 30.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참여
‘공중보건과 공공의료를 논하다’

07. 12.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제안서 전달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 제안’

07. 20 ~
09. 04.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반대 서명 실시

08. 09.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방문 간담회 실시 -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방문

09. 1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 및 보건의료인력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제안’ 서명 자료 제출

10. 25.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추무진 의사협회장님께 드리는 건의문’ 전달

11.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분과’ 참여 정책제안
- 2018년 3월까지 활동

11.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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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개발(결과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공공의료 현황 및 미래 방향’
‘건강 100세, 노인 건강관리’

11. 10.

‘대한공공의학회지’ 창간호 발간
영문명: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Affairs’

04. 27.

춘계학술대회
‘지역사회포괄케어 시스템의 시작, 공공보건의료의 성장’
‘메르스 3년,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끌었나’

11. 30.

추계학술대회
‘지역사회와 건강’
‘지역사회와 감염병 현황’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대한공공의학회 연표 | 2000~2020

2019.

04. 26.

춘계학술대회
‘환경의 역습,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다’
‘만성질환의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다’
‘눈여겨봐야 하는 감염질환과 의료법령’

10. 21~22.

‘공공보건의료인력 의료임상교육 Match-Making 과정’

10. 28~29.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2020.

12. 13.

추계학술대회
‘지역사회 사업 비교 분석’
‘안전한 진료를 위한 노력’
‘이걸 안다면 당신도 공공의학 인싸! 화제의 이슈들’
‘원격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31.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산입
공무원연금법 개정

04. 09.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 TF 참여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제안

05. 07.

임시임원회의 개최
‘대한공공의학회 20주년 기념 TF’ 및 ‘공직 의사 처우개선 TF’ 운영 결정

07. 13 ~
08. 03.
12. 20.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도 조사’ 실시
추계학술대회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대한공공의학회 20주년 기념식
코로나19 극복 모범사례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대책

12. 31.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발간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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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발자취
1. 들어가는 말
2020년 올해 대한공공의학회는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학회 20주년 기념 TF 위원장을
맡아 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답하고자 했던 질문이 있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와 같을 것이다. 첫째, 과
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둘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
기 위해서일 것이다.
학회의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을 때 2000년, 2015년, 2017년과 2020년은 다른 해들과 비교해
특히 다사다난했다. 학회가 창립된 해인 2000년 7월엔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었고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5차례에 걸쳐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대학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대
생까지 동참하여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등 공중보건기관과 공공병원의 확충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나 이후 실제적인 정부 대책은 뒤따르지 않았다.
2015년 5월 20일에는 중동발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에 실패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초래되었고 공중보건체계의 문제점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
만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 및 지원정책은 미미하였다.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보
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이유였다. 이에 크게 반발한 우리 학회는 반대 의견서 제출 및 반
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 1월 말 메르스 발생 5년 만에 다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발생했다. 정
부는 사태 수습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확보를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토의 및 의견수렴 없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려 하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다시 2차례에 걸친 전국의사총파업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 학회의 학술, 정책제안, 회원권익 옹호 활동 등은 활발했다. 2000년 보건복지
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청원’을 했고 2002년에는 의약분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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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공공의학회 제7대 이사장
•대한공공의학회 제10대 회장

따른 의·정 합의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에 참여하여 공직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대한
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시 지역보건 Pre-conference를 진행하기
로 합의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우리 학회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였다.
메르스 사태 동안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보건 컨트럴 타워의 부재를 경험한
이후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
안 제시를 위해 2016년 7월 공중보건 관련 학회와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
회’에 참여하였고, 동 협의회는 2017년 7월 현 정부 출범 시 정권인수를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
원회에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구성된 ‘공
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 분과’에 참여하여 2018년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 중 감염병 관련 정책제안을 하였다.
또한, 대한공공의학회는 공직 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공동으로 ‘보건의료행정 최고 고위자 과정(2019년부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 과정
으로 명칭 변경)’을 주최하였다. 같은 해 대한예방의학회와 전국보장소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 리더과정’을 개발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017년에는 우리 학회 자체 TF를 운영하여 공직 의사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학술지(대한공공의학회지)를 창간하였다.
2017년 5월 의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해 즉각 반대 의견서
를 제출했고 우리 학회 역시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협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지보의)과 공조를 결정했고 6월에는 지보의와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
정기획자문위원회로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
지 보건소 의사 대상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총 263명의 서명을 받아 9월 12일 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제안하는 2차 의견서에 첨부하여 서명부를 제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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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한민국 방역의 최일선에선 보건소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워크
스루, 민관협력 모델 호흡기 클리닉 등 세계 최초의 창의적인 시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
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 역시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의 공공의료 TF에 참여하여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7월
에는 ‘보건소 근무 의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총 422명을 대상으로(응답률 23.5%)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 의사들의
급여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 자율성, 환자와의 관계, 간호사 및 행정지원, 진료업무와 행정
업무의 밸런스 등의 항목에서의 의사들의 만족도를 공분산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보건소, 국공립병원, 국립
대학병원, 공중보건의사 제도 및 현 의사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
최하여 코로나19 시 드러난 공중보건체계 및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해나갈 예정이다.
학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기 위해 과거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시작하면서 많은 자료가 관
리 소홀로 소실된 것을 알았다. 특히 초창기 자료는 구할 수 없어 매우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학
회 창립 당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이었고 학회 초대 부회장을 지낸 박진
석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
보충하였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회의 지난 역사는 크게 학회 창립 과정, 학술 활동, 정책개발 및 정책제안 활동, 회원권익 옹
호 활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임원진 워크숍, 지회 현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2. 대한공공의학회의 창립과정
▒ 공식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학회 창립의 뒷이야기는 이렇다. 1947년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의협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1996년 4월 ‘정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년
후인 1999년 4월 전면 개정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대공협 및 공직 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
정안 제47조에 공직 의사들의 의견 반영과 권익 옹호를 위한 ‘공직의 협의회’ 설립 조항이 신설되
었다.
▒ 정관개정 후 2000년 초 의협에서 먼저 공직의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서울시 광진구보건
소 문인홍 소장과 접촉을 하였고 이에 의해 안민 의협 재무이사, 문인홍 보건소장과 이준영
당시 서울시립 서대문 병원장의 몇 차례 만남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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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월 18일, 이준영 원장이 중심이 되어 보건소 의사들을 대표하는 전혜정 소장(지보의
회장, 서울시 성동구보건소)과 김혜경 소장(지보의 총무이사, 경기도 구리시보건소), 공중보
건의사를 대표하는 대공협의 박진석 회장, 보건복지부와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
표하는 이준상 국립보건원장과 이준영 원장이 각각 참석하여 학회 창립준비모임을 하게 되
었다.
▒ 2000년 3월 7일, 박진석 대공협 회장, 전혜정 지보의 회장, 이준영 서대문병원장, 이준상 국
립보건원장과 도종웅 국립의료원장 외 12인이 참여하는 발기인 모임에서 도종웅 원장을 창
립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드디어 3월 11일 대한공공의학회가 창립되었다.
▒ 2000년 2월 18일 개최된 창립 준비 모임 이후 거의 매일 밤 국립의료원 오원용 치료방사선과
과장님의 방에서 필자와 이준영 원장, 박진석 회장과 함께 과장님이 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
으며 학회 창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 가장 젊었던 박진석 회장의
역할이 무척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되돌아보니 매우 보람차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

1) 학회 창립 경과 보고
▒ 대한의사협회 제29대 유성희 회장 재임(1994~1997) 시 협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관개
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1996. 4. 27.)의 결의에 의해 대한의사협회
내에 ‘정관개정 및 의협회장 직선제검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특별위원회에서 의
협 정관개정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실시하여 정관개정(안)이 마련됨.
▒ ‘정관개정 및 의협회장 직선제검토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개정(안)에 공직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권익 옹호 및 의견수렴을 위해 공직의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조항이 의협 정관
에 마련됨(개정안 제47조).
▒ 대한의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1999. 4. 24.)에서 정관개정(안)이 최종 의결됨.
▒ 2000. 2. 18.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이준상 국립보건원장 및 5인의 공직 의사들이 참여하는
공직의협의회 창립을 위한 첫 모임이 이루어짐.

참석
: 이준상(국립보건원장), 이준영(시립서대문병원장), 전혜정(성동구보건소장),

김혜경(구리시보건소장), 박진석(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모임
명칭을 ‘공직의학회’로 하기로 함

3월
초에 발기인 모임을 개최하기로 함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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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3. 7.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발기인 모임을 개최함.
참석

: 이준상(국립보건원장), 도종웅(국립의료원장) 외 12인

명칭을

‘대한공공의학회’로 잠정 결정함

도종웅

국립의료원장을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함

회칙
3월

안 및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검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함

11일 서울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2000.

3. 11. 서울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가칭 ‘대한공공의학회’ 창립총회 개최함

▒ 회칙, 사업계획, 예산안이 통과됨.
초대

임원이 다음과 같이 선출됨

- 회 장 : 도종웅(국립의료원장)
- 부회장 : 문인홍(서울 광진구보건소장), 전혜정(서울 성동구보건소장), 문강(전남 장성군
보건의료원장), 박진석(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 감 사 : 윤배중(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장), 황민홍(전남 강진군보건소장)
▒ 2000. 3. 21. 제1차 회장단 회의 개최.
의협에

대한공공의학회 인준과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로 함

부회장과

이사진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함

▒ 2000. 3. 23. 의협에 대한공공의학회를 의협 산하 공직의협의회로 인준해줄 것을 요청함.
▒ 2000. 3. 29. 대한공공의학회가 의협 제116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산하 공직의협의회로 인
준됨.
대한공공의학회

회칙 제1조에 ‘공직의협의회’를 명시하기로 하는 조건 “제1조(명칭) 이 회

를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7조에 의한 각 시·도 공직의를 대표하는 공직의협의회로서 대한
공공의학회라 한다.”
▒ 2000. 4. 14. 제2차 회장단회의에서 부회장과 이사진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선임함.
부회장
이

: 이권전(국립경찰병원장), 김근우(지방공사 강남병원장), 서용선(지방공사 공주의료원장)

사 : 오원용(국립의료원 치료방사선과장) - 총무, 박찬병(지방공사 수원의료원장) 기획조정, 이준영(서울시립 서대문 병원장) - 의료정책, 김혜경(경기 구리시보건소
장) - 학술간행, 정은경(국립보건원 훈련부 연구관) - 교육, 정유진(서울 은평구보
건소 의약과장) - 법제, 정기현(충북 옥천군보건소장) - 의료정보, 김진삼(경북 김
해시보건소장) - 지역보건, 김강회(지방공사 강릉의료원장), 김은미(경기 하남시
보건소장), 정영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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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22. 대한의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 3명(전혜정, 이준영, 박진석)

을 파견함

2000.
6. 10.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국립의료원에서 개최함

2001.
3. 29. 대한공공의학회 영문 명칭을 ‘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Health and

Medicine’로 결정함

2) 창립기념 심포지엄
▒ 주제 :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 일시 : 2000. 6. 10.(토) 14:00~18:50
▒ 장소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9층 대강당
▒ 참석 대상
기초자치단체 근무 의사 및 그 외 공공기관 근무 의사
공중보건의사
보건학, 예방의학 분야 교수와 연구자 등
▒ 목적
대한공공의학회 창립을 대내외에 알린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는다

공공보건의료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공공보건의료간 네트웍 형성, 민간의

료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 프로그램

14:00~14:30
등록

14:30~14:40
개회 및 국민의례

14:40~14:50
개회사 | 도종웅(대한공공의학회장)

14:50~15:00
축 사 | 김재정(대한의사협회장)

15:00~15:50
특별강연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역사적 전개과정 | 문옥륜(서울대 보

건대학원장)

15:50~16:00
Coffee Break

16:00~17:40
주제발표 및 토론 | 좌장 : 이준상(국립보건원장)

(1) 주제발표 : 16:00~17:20
- 21세기 보건비전 | 이상이(새천년민주당 전문위원)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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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발전방향 | 김은미(경기도 하남시보건소장)
- 보건지소의 발전방향 | 손대호(경북 경주시 양북통합보건지소장)
-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 박찬병(지방공사 수원의료원장)
(2) 토론 : 17:20~18:10
- 이종찬(아주의대 교수)
- 박윤형(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양염승(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 이덕승(의료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최순호(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8:10~18:50

전체토론

3. 학술활동
▒ 지금까지의 학술활동을 크게 나눠본다면, ① 학술대회 개최, ② 학회지 발간, ③ 공직 의사의
핵심역량 개발 활동 등이다. 우리 학회 외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와 의협 등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별도 Session을 운영한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1) 학술대회 개최(2000~2019)
▒ 학회 창립 이후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소 등 공중보건기관과 공공병
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관심이 각각 달라 학술대회 주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까지 개최된 학술대회의 주제를 살펴보면, ①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방안에 대한 정
책 제언, ② 공중보건의 개념과 핵심기능, 공직 의사 핵심역량 정의에 의한 공중보건 및 공공
의료기관 인력양성 방안, ③ 신종플루 및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및 역량 강화방안,
④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우리나라 주요 질환을 반영한 공중보건사업 추진 전략, ⑤ 노
인성 질환, 환경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임상 지식 등이다.
<연도별 학술대회 개최 현황>
연도
2000

034

구분

일시

주제

춘계

06. 10.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창립기념 심포지엄)

추계

12. 16.

국민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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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

2002

2003

구분

일시

춘계

06. 09.

한국의료의 공공성 제고

추계

11. 17.

국가방역체계

춘계

05. 04.

의사의 공직 및 사회진출
지역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추계

11. 16.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

춘계

05. 30.

대량재해와 공공의료

추계

11. 21.

공공보건사업에서 공중보건의의 좌표 등

춘계

05. 28.

참여정부 1년, 공공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추계

12. 03.

젊은 의사의 미래에 대한 제언
공공의의 기본소양교육

춘계

05. 27.

의료시장개방과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추계

11. 18.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
노인성 질환

춘계

05. 26.

민간의료보험의 확장과 그에 따른 공공의료정책의 발전방향

추계

11. 17.

공공의료서비스의 질평가
1차 진료에서의 대사성증후군

춘계

05. 18.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

추계

11. 16.

전염병관리
영유아 검강검진 의사교육

춘계

05. 30.

환경관련 질환

추계

11. 14.

건강영향평가

춘계

05. 22.

만성질환관리사업
공공의학회의 역할과 비전

추계

11. 28.

공공의료기관 홍보 및 Social Marketing 전략

춘계

05. 14.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공공의료의 위상정립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공공의료시스템의 대응체계

추계

11. 12.

주민건강증진의 실제

춘계

05. 13.

성매매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추계

11. 18.

노인의 삶의 질 증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제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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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일시

주제

춘계

04. 27.

만성감염병관리 : 결핵
국가필수의료사업의 현재와 미래

추계

11. 23.

만성질환관리
2013년 공공의료에의 민간참여

춘계

04. 26.

빅데이터 시대 국민건강보험 DB의 구축과 의의

추계

11. 29.

공공의료 현황
공공의료 발전전략

추계

11. 21.

안전한 사회
한국건강증진병원
대형재난 대비·대응

춘계

04. 24.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
공공보건의료인력 미래인재 양성

추계

11. 20.

메르스 대응 경험 및 과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춘계

04. 29.

공공의료강화: 공공의료 핵심기능과 공공의료기술자원의 발전방향
일차의료 활성화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공중보건의 개념과 핵심기능

추계

11. 03.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력
국공립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건소 기능 정상화 관점에서 본 보건소 진료 발전방향

춘계

04. 28.

최근 이슈인 질병관리 전략을 이해하다
공직 의사의 핵심역량을 논하다

추계

11. 10.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개발(결과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공공의료현황 및 미래방향
건강100세, 노인건강관리

춘계

04. 27.

지역사회포괄케어 시스템의 시작, 공공보건의료의 성장
메르스 3년,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끌었나

추계

11. 30.


지역사회와
건강
-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 지역사회와 감염병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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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일시

춘계

04. 26.

환경의 역습,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다
만성질환의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다
눈여겨 봐야 하는 감염질환과 의료법령

12. 13.

지역사회 사업 비교분석
안전한 진료를 위한 노력
이걸 안다면 당신도 공공의학 인싸! 화제의 이슈들
원격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추계

주제

2) 학회지 발간 (2017~2019)
▒ 학회지 발간 경과

우리
학회가 창립된 지 16년이 지났으나 아직 학회지가 발간되고 있지 않아서 필자가 2016

년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임원들과 협의하여 학회지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종구 회장과 협의하여 당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던 이진용 선생을 편집위원장
으로 위촉하여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 학회지 창간 일시 : 2017. 11. 10.
▒ 학회지 명칭 : 대한공공의학회지
▒ 학회지 영문 명칭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Affairs
▒ 발간 주기 : 연 1회
▒ 편집위원장 : 이진용(서울 시립 보라매병원)
▒ 편집 간사 : 김현주(신성대학교 간호학과)
▒ 편집위원(가나다 순) :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 신동욱(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장원모(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정설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민우(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3) 공직 의사 핵심역량 개발 TF 운영 (2017)
▒ TF 운영 배경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중보건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없다. 이에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이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핵심역량을 개발하
기 위해 TF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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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운영 목적
보건소

관리 의사, 보건소장 등 보건소 관리자와 공공병원 근무 의사의 핵심역량 개발

▒ 운영 기간 : 2017. 3. 26. ~ 2017. 11. 10.
▒ TF 위원 명단
위

원 장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자문

교수 : 이순영(아주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

보건소

팀원 : 감철민(서울시 도봉구 관리 의사), 김요한(서울시 마포구 서강분소 관리 의사),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임옥용(서울시 광진구보건소 의약과장),
이주영(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의약과장)

공공병원

팀원 : 김귀숙(서울시립 동부병원), 서해숙(서울시립 서북병원),
손지훈(서울대병원)

기타

: 이어진(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김주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TF 운영 경과
(1) 1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6일, 서울역 보나베띠, 저녁 7시
 석 자 : 김혜경, 이순영, 최경만, 임옥용, 김귀숙, 서해숙, 이주영, 김요한, 감철민,
참

김봉석, 손지훈

회의
내용 : 공직 의사 핵심역량 관련 외국 문헌 리뷰 계획 수립

(2) 2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2일, 서울역 보나베띠, 저녁 7시
 석 자 : 김혜경, 이순영, 최경만, 임옥용, 김귀숙, 서해숙, 이주영, 김요한, 감철민, 이어진
참

회의
내용 : 공직 의사 핵심역량 관련 외국 문헌 리뷰 발표

(3) 3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3일, 서울역 명가의 뜰, 저녁 7시
 석 자 : 김혜경, 최경만, 이주영, 김요한, 감철민, 이어진
참

회의
내용 : 보건소 팀 회의

(4) 4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0일, 서울역 보나베띠, 저녁 7시
 석 자 : 김요한, 감철민, 이어진, 김주은
참

회의
내용 : 보건소 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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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8일, 서울역 보나베띠, 저녁 7시
 석 자 : 김혜경, 이순영, 김주은, 감철민, 김요한, 손지훈, 최경만, 서해숙, 임옥용, 김봉석,
참

김진학, 변창규, 탁상우, 이주영, 김귀숙

회의
내용 : 역량의 이해, 직무분석 연구방법 등 발표 및 교육

(6) 201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일시
: 2017. 4. 28.

주제
: 공직 의사의 핵심역량을 논하다 | 좌장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프로그램
| 좌장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① 주제발표 :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이순영(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②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최경만(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장), 감철민(서울 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김귀숙(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③ 질의 및 답변 : 각 팀별 발표자
(7) 6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1일, 서울역 만복림, 저녁 7시
 석 자 : 이순영, 김주은, 감철민, 김요한, 최경만, 김귀숙, 이어진
참

회의
내용 : 춘계 학술대회에서 토의된 내용 정리, 직무분석 연구방법론 결정

(8) 7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7일, 서울역 인근 식당(만복림), 저녁 5시
 석 자 : 김성금, 송은철, 이주영, 최경만, 최재원, 하현성
참

회의
내용 : 포커스 그룹 인터뷰

(9) 8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서초동 리향, 저녁 6시
 석 자 : 박태환(서울의료원), 조은정(북부병원), 서동수(어린이병원), 김귀숙(동부
참

병원), 김수연(경기도의료원), 김혜란(경기도의료원), 김상연(성남의료원),
신용주(성남의료원), 손지훈(서울대병원), 김은지(아주대학교), 김주은(보건
복지인력개발원)

회의
내용 :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현재 책무, 추가적으로 필요한 책무, 책무수행에 필요

한 역량, 일반의료기관/보건소와 차별화된 책무와 역량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039

발자취
대한공공의학회의 지난 20년

(10) 9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8일, 서울역 만복림, 저녁 7시
 석 자 : 김혜경, 김귀숙, 최경만, 감철민, 김요한, 김주은, 이주영
참

회의
내용 : 소장·과장, 보건소 진료의사, 공공병원 의사에 대한 설문지 조사 시행하기로

결정, 업무별 담당자 선정(발표자 : 김귀숙, 최경만, 감철민 / 분석자 : 이순영 /
설문지 발송 : 이주영)
(11) 2017년 추계 학술대회 TF 결과보고

일시
: 2017. 11. 10.

주제
: 공직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개발 TF 결과보고

프로그램
| 좌장 : 이영문(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① 주제발표
- 보건소 진료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감철민(도봉구보건소 진료의사)
- 보건소장의 책무와 핵심역량 |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 공공병원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김귀숙(서울시립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② 지정토론
- 김석연(서울의료원 심장내과), 허목(부산시보건소장),
김동현(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③ 질의 및 답변

4) 공직 의사 핵심역량 관련 외국 문헌 번역 (2017)
▒ 번역 목적 : 학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캐나다의 공중보건인력 핵심역량을 정의한
문헌을 선정·번역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번역주관 : 공직 의사 핵심역량 TF
▒ 번 역 자 : 이희원 춘천 소년원 의무과장
▒ 번역자료
캐나다

의무직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 : A Set of Minimum Competencies

for Medical Officers of Health in Canada, Final Report (MOH Competencies Working
Group, March 2009 )
캐나다

공중보건에 있어 핵심역량 : CORE COMPETENCIES FOR PUBLIC HEALTH

IN CANADA Release 1.0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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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예방의학회와 ‘지역보건의료 심포지엄’ 공동 개최 (2015~현재)
▒ 개최 배경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초기 대응 실패로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방역체계 및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이 여실하게 드러났으며 지역 현장의 공중보건조
직은 준비 없이 어느 때보다 힘들게 대 주민 방역관리를 담당해야 했다.

당시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이던 김해시 보건소 김진삼 소장은 보건소 등 지자체 공직자들

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예방의학회와 협의하여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 시 지
역보건 pre-conference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대한공공의학회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메르스가
진정된 2015년 10월 추계 학술대회 첫날 ‘메르스 사태와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고 다음 날은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그 이후 매년 추계 학술대회 시 운영되고 있다.
▒ 2015년 최초 운영된 ‘메르스 사태와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심포지엄 개요

일시
: 2015. 10. 21.(수)~22.(목)

장소
: The-K 경주호텔

주최
: 보건소장협의회, 대한예방의학회

프로그램
| 10월 21일, 심포지엄

기조발제

① 지역보건법 개정과 지역보건 정책방향 : 김상희(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② 공중보건위기로서 메르스 사태와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전략 | 김동현(한림의대)

주제발표

① 메르스 사태 대응에 있어 광역단위 지자체의 역할 | 윤덕희(경기도 보건정책과)
② 지자체 보건소가 경험한 메르스 | 조종희(강동구보건소), 최애경(구리시보건소)
③ 공공의료기관이 경험한 메르스 | 김민기(서울의료원), 안주희(경기도립수원병원)

종합토론
: 이준영(서울시 서대문구), 정영곤(순창군 보건의료원), 정연덕(강원도 횡성군),

박유미(서울시), 윤태호(부산의대)

공중보건위기상황
대비와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 공공조직의 개편 건의문 채택

10월
22일 | Small Group Discussion

Topic 1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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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I | 최보율(한양의대)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방 II |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
     - 토론 : 조성재(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김영택(질병관리본부), 박주언(부산시 건강증진과), 김진삼(김
해시보건소)
Topic 2 |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 감염병위기대응 과정에서 경기도 민관합동위원회 활동 경험과 교훈 | 이희영(분당서울대병원)
     - 지역보건 차원의 신종감염병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작동 경험 및 문제점 개선방향 | 나백주
(서북병원)
     - 대전광역시 메르스 유행의 대응 경험과 과제 | 남해성(충남의대)
Topic 3 |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윤리와 인권
     -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 박한선(성안드레아병원/서울대 인류학과)
     - 메르스 유행의 네러티브 분석 | 이상윤(건강과 대안)
     - 메르스와 언론보도, 그 이후 | 김선호(한국언론진흥재단)
     - 전염병의 역습과 윤리 | 권복규(이화여자대학교)

6) 대한보건협회 종합학술대회 참여 (2016~2017)
▒ 제40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일시

: 2016. 4. 8.(금) 10:30~12:30

장소

: 선릉역 대치빌딩

학회

참여 공공보건의료 Session 1 주제 :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 좌장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1) 주제발표
- 참여형 보건지소, 건강해지소 그간의 이야기 | 홍혜정(서울시 중구보건소장)
-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성북 만들기 | 정주연(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주무관)
- 시립병원이 개입하는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모델 | 문주연(서울시립북부병원 공공의료팀장)
(2) 토론
- 사공필용(부산시 연제구보건소장)
- 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 김형숙(서울시 건강증진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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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대한보건협회 60주년 기념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일시

: 2017. 4. 7~8.

장소

: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1층)

프로그램

(1) 만성질환 관리 Session 9 :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을 위한 공중보건체계 개편 방안 |
좌장 : 이원철(가톨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철 교수)
① 주제발표
-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조직체계 개편방안 | 임준(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핵심역량 제안 |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② 토론
- 박순우(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김건엽(경북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2) 보건교육 Session 10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 좌장 :
이명순(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① 주제발표
- 금연사업영역에서의 스마트폰 앱 활용실태 및 발전방향 | 이훈재(인하대의대 사회의학
교실 교수)
- 모바일앱을 활용한 나트륨 저감사업 | 김인국(서울시 송파구보건소장)
- 비만관리에서 모바일 앱의 효과 | 김주영(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② 토론
- 김장락(경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인영(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이향숙(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7)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참여 (2017)
일시

: 2017. 6. 30.(금) 14:00~17:30

장소

: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주제

: 공중보건과 공공의료를 논하다

프로그램

(1) Session 1 : 보건소 근무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좌장 :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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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제발표
- 보건소 관리 의사의 책무와 핵심역량 | 감철민(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관리 의사)
- 보건소 과장, 소장의 책무와 핵심역량 |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장)
② 지정토론
- 이순영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2) Session 2 :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 | 좌장 : 정우진(연세대 의대 교수)
① 주제발표
- 공공병원의 현주소 | 이건세(건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공공의료의 미래상 | 권용진(서울대병원)
② 지정토론
- 권준욱(보건복지부), 김창훈(부산대병원)

4. 정책개발 및 정책제안 활동
▒ 우리 회원들은 민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아니다.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의
대, 국공립병원,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며 정부 및 지방자
치 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자신의 보건의료
현장의 경험에 근거해서 현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활
발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학회의 정책 제언 활동은 학회가 창립된 동시에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그리고 코로나19가 발
생한 2020년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청원 (2000)
▒ 청원 배경
2000년

의약분업 실시에 반대하여 일어난 5차례의 전국의사 총파업과 개원가, 대학교수, 대

학병원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동참하는 의료대란이 벌어지면서 민간 의료진의 빈자리를 채
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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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인해 쇠퇴일로를 걷고 있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실태를 적시하고 이의 확충과 육성
이 필요함을 정부에 청원하게 되었다.
▒ 청원 단체
대한공공의학회,

대공협, 지보의(국립의료원 오원용 대표집필)

▒ 청원 내용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육성이 필요하다’
① “공공보건의료발전 분과위원회”를 설치 바람
-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산하에 “공공보건의료발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체계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함
- 정부 각 부처에 따라서 산발적이고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
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비전문적인 행정자치부의 행정 편의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본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③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과 그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과”를 개설 바람
-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상호 유대강화 및 조정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를 특별히 개설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행정은 보건의료전문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함
- 보건의료전문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행정부서에서 보건의료정책 업무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이
그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보건의료정책에 구현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이 보다 현실화 및
실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⑤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각각의 역할분담과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 및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그 각각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의
료전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⑥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 개선을 바람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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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⑦ 국가행정고등고시 중 사회복지분야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고 보건의료전문
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바람
- 국가 행정고등고시 분야 중 사회복지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전
공자가 국가 행정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전문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
접 참여케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건의료행정을 보다 전문화, 실제화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체계화 및 효율화할 수 있다.
⑧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 및 재정적 투자확대를 바람
- 교육부는 기초과학대학에 예속되어있는 의예과와 의과대학의 교육과목 및 내용을 다양
화하고 열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투자
를 확대해야 한다.
▒ 청원서 전달 현황
2000.

9. 08. 청와대(보건복지담당 신언항 비서관)

2000.

8. 08. 보건복지부(보건복지국장, 지역보건정책과장)

2000.

9. 14. 대한의사협회(김재정 회장)

2000.

9. 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각 정당 정책보좌관)

2) 대한의사협회 개혁추진위원회 참여 (2001)
▒ 의협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배경 및 목적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할 것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의협의 민주화와 조직강화 방안 마련 등 협회의 개혁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대한의사협회장이

위원회에 주문한 6가지 사항

① 임원 및 대의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② 정책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③ 회원윤리제고에 관한 사항
④ 협회 재정의 조성 및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⑤ 협회 조직의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협회의 개혁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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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2000.

10. 16. 의협개혁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2000.

10. 18. 의협개혁과 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000.

12. 16. 의협개혁추진 실무소위원회 개최

2000.

12. 22. 각 직역 및 단체별 위원추천 의뢰

2001.

01. 04. 제22차 상임이사회 : 위원회 규정 및 위원위촉 승인

2001.

01. 12. 제1차 의협개혁추진위원회 개최

▒ 운영기한
2001년

1월 12일부터 정기대의원총회 전 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 위원구성(총 27명)
① 개원의협의회

6명

②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명

③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④ 전국병원의사협의회

2명

⑤ 대한임상강사협의회

2명

⑥ 의학회

2명

⑦ 대한공공의학회

2명

⑧ 상임이사

5명

⑨ 회장추천위원

1명

⑩ 대의원회 법령·정관심의분과위원장

1명

▒ 3개 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직민주화분과소위원회
② 정책 및 재정강화분과소위원회
③ 윤리강화분과소위원회
▒ 대한공공의학회에서 위원회에 건의한 사항 (의협 대국민 홍보활동 관련)
① 의사상 정립 : 훌륭한 의사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영화제작(치밀한 작가
선정과 배우선정이 필요)
② 건강서적 의협인증제 실시
③ 의료사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양심적이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신뢰감을 조성 : 공명정대한 의협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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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법체류자, 노숙자 등에게 의협 차원에서 진료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2차로도 연계할 수
있는 체계구축 : NGO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구발족, 지원을 조정, 연계하여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DB 구축
⑤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의사회원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회원 연간 봉사시
간제 의무화 :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함.
⑥ 주민과 밀착하여 지역의 건강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건강식품, 화장품 등
⑦ 사회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사건 등을 사전 모니터하여 입장표명 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
를 신설하여 성명서, 지침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랑천 물고기 떼죽음, 광우병, 의
료용구, 핸드폰, 유해첨가물, 음주운전, 금연 등에 대한 사안별로 유연하게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협 입장표명
⑧ 건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모니터하여 의협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마련
⑨ 난립하고 있는 건강 관련 홈페이지에 우선하여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통한 건강상담을 제공

3)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참여 (2002)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배경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대란 결과 2000. 10. 24.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약사제도개

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다.
당초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로 명명되었으나 2001년 2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위원회의 명

칭을 ‘의료제도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전문위원회 중 의료제도전문위원회’를 ‘의료정책전
문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
▒ 의·정 합의 사항
1. 위원 및 분과(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고, 정부는 이
를 최대한 존중하여 인선한다.
2. 위원장의 선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건의한다.
3. 특위의 의사결정과정에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4. 특위의 결정사항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사무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의료계와 협의하고, 대한의사협
회와 협의하여 의사 1인 이상 상근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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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위는 정책이 결정·시행되는 시점까지 가동하며 이후에는 보건의료기본법상에 규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경과

2000.
10. 24.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정 합의

2001.
09. 28.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04호)」 제정·공포

2002.
03. 22.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및 시민단체 위원선정 완료

2002.
04. 11.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설치목적 및 운영 개요

설치목적
: 의·약·정 합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

고, 의약분업 실시 등 환경변화에 부응한 중장기 의료제도 발전방안과 약업 및 보건산업 발
전방안 마련

법적
설치근거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001. 9.
28.)

위원회의
성격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대통령 자문에 응함(위원장 :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

위원회의
조직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

보건산업전문위

약사제도전문위

공공의료전문위

건강보험전문위

의료인력전문위

의료정책전문위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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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발전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명단 (16인)
위원장

: 유승흠 (연세대 의대 교수)

위원

- 이종배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 장영철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 박형철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
- 안문영 (대구광역시 보건과장)
- 감 신 (경북대 의대 교수)
-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
- 오원용 (국립의료원 과장)
- 이준영 (서울시립 서대문 병원장)
- 김용주 (순천의료원장)
- 배상수 (한림대 의대 교수)
- 박찬병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장)
-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 대한공공의학회에서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 건의한 사항
1. 국·시립병원
1-1. 국·공립병원 전담부서 설치

보건복지부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일관된 국공립병원(가능한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기능을 하여야 함
1-2. 국·공립 병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의료인력
및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투입하여 민간기관과의 지나친 환경의 차이를 줄여나

갈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의 개선이 있어야 함
1-3. 국·공립병원의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의 개선과 최소한의 자부심

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지방공사의료원
2-1. 관리·감독부서의 이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관리·감독부서 이관(위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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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별법에 의한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통합 관리

국립,
시립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 각 개별법령에 의한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일원화한 통합조직 구성 및 관리
2-3. 보건소와의 중복기능 조정 및 연계구축

공공진료기능은
인근의 의료원에서 일괄제공 및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제외한 기능 수행

(원거리 보건소는 제외), 보건소와 의료원 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2-4. 현대화 사업 지원

낙후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보강 등 과감한 시설투자로 현대화 사업 추

진 지원.
2-5. 지역에 따른 의료원의 특화 사업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환경에 처한 의료원들을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의료원으

로 발전시켜 공공의료 기능 강화
2-6. 공공의료역할의 정립과 중앙정부의 지원

시설과
장비 부문 및 특성화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적절한
공공의료기능에 대한 역할의 명확한 설정(전체 국가차원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포함)

광역별
또는 권역별 통합 관리 기능의 공단화

2-7. 공중보건의사 지원 및 제도 보완

취약지
민간병원보다 우선 배치

진료인센티브제
도입

의료원
권역별 공보의 관리 권한의 의료원으로의 이양(교육 포함)

2-8.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 증액 및 조속 집행
2-9.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의 증설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공사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신설

기존의
지역별 부족한/형평에 어긋나는 지역에 대한 의료원 신설(부도가 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인수 운영)
3. 보건소
3-1.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기능전환시)에 보건기능을 추가하여 보건교육, 저소득 방

문진료, 치매, 암관리 등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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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단기적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보건의료
공직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예산지원

교육과정
개선(보건대학원 위탁 교육 및 각 전문과정 수료 시 예산 및 행정지원

지역보건의료
전문의 제도 도입

인력수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무행정고시 제도 도입

보건소
근무 직원들의 교육, 훈련조직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

3-3.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기능 강화 및 특화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은 의약분업 예외 인정(보건소에서만)

의료보험
수가(본인부담금)을 민간의원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격

차 해소
3-4. 보건의료정보제공센터 설치 운영

중앙
및 시/도 단위의 보건의료정보제공센터를 신설하여 생정 통계, 질병통계, 보험 관련

정보 등을 보건소에 제공
3-5. 의사 교육 연한 8년으로 연장

대학과정(4년)
+ 의과대학원 과정(4년) 후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전

체 교육수준과의 균형감각을 확보하고 진정한 인간미를 갖춘 의사를 양성하며 타 학문과
의 밀착된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의학의 발전을 도모함. 무엇보다도 의학과 관련된 간호
학, 약학 등과의 다 학문적 연계와 교류를 가능하게 함. 또한 대학 졸업 후 성인으로서 의
학선택이 가능하게 함

지역사회의학
실습 필수 확대

3-6. 의료전달체계 확립
 2, 3차 의료기관 간의 전달체계 확립
1,

3-7.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각종
조건으로 의사들의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자치단체장들의 권력 남용 억제 필요

4. 공중보건의사
4-1. 배치지역의 문제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 배치

도시
빈민 지역이나 식약청 등에 대한 배치

합리적
배치기준 필요 – 도서 지역 복수배치

우선순위
: 도서벽지 > 보건소, 지소 > 공공병원 > 취약지 민간병원 > 국가기관 및 도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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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소 업무의 개선

진료
위주에서 보건사업 위주로,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등

4-3. 교육 문제 개선

신규
직무교육의 질적 양적 강화, 보수교육의 효율화

4-4. 처우 개선

근무
장소나 부서에 따라 격차 없도록

4-5. 보건진료소 정비 검토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거나 보건사업 강화

4-6. 기초의학 공중보건의사의 국립보건원 배치 허용
4-7. 농특법의 일반법 화

군의관
잉여인력의 관리에서 정규 인력 차원의 관리 체계 도입

4) 대한공공의학회 긴급 정책토론회 (2003)
▒ 일시 : 2003. 2. 7.
▒ 주제 : 공공보건의료 – “신정부에 바란다.”
▒ 발제
- 국립병원의 발전방안 | 오원용(국립의료원)
- 지방공사병원의 발전방안 | 박찬병(수원의료원 원장)
- 보건소의 발전방안 | 김진삼(김해시보건소장)
▒ 지정토론
- 의협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박호진 의협 보험이사
- 병협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원동오 병협 기획조정실 부장
- 시민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 경제계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종합토론

5)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설립 참여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제안
(2016~2017)
▒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설립 일시 : 2016년 7월 8일
▒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설립 배경 및 목적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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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보건 컨트럴 타워 부
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공중보건 관련 학회와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였다.
▒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참여단체 - 운영위원장 : 김동현(한림대의대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

보건학회, 지역보건연구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보건간호사회 (참관단체 : 대한
공공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 공중보건단체협의회 활동 내용
(1)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정책워크숍 개최

일시
: 2017년 1월 16일(월)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구 보건대학원) 117호

프로그램
(사회: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① 기조발제
-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공중보건의 위상과 역할 - 공중보건, 공공의료, 공공보건
의료 등의 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강정책학회
회장)
② 지정토론
- 이경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회장), 김혜경(수원시 장안
구보건소 소장,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전경자(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지역사회
간호학회 회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건세(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승연(성남시의료원 원장), 강은정(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남순(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준(가천의대 교수)
(2)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일시
: 2017. 4. 5. 09: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공중보건단체협의회

프로그램

① 기조발제
- 국민 건강의 위기를 극복할 공중보건체계 개혁 방안 제안 | 김동현 (한림의대 예방의
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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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토론
- 이순영(아주대 의대, 대한예방의학회), 최경만(대전시 유성구보건소, 대한공공의학
회), 김희걸(가천대 간호대, 대한간호정우회장), 감신(경북이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이사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철중(조선일보), 김남순(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임종한(인하의대, 일차보건의료학회), 김현준(보건복지부 건강정
책국장)
(3) 문재인 정부 정권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정책제안서 제출
일시

: 2017. 7. 1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회의실

내용

: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 제안

① 지역사회 기반 건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 불평등
해소
ⅰ) 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ⅱ)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
ⅲ) 읍·면·동별 촘촘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②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료
정부재정 확대
ⅰ) 보건부 독립 등 중앙 공중보건체계의 전면 개편
ⅱ) 공중보건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정부재정 확대
③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 운영체계 전면 개혁
ⅰ)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단계적 인력 확충
ⅱ) 공중보건전문가, 공중보건실무자 등 공중보건인력의 핵심역량 정의에 기초한 양성
및 관리 체계구축
④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 제도적 지원
ⅰ) 지역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
ⅱ) 공중보건 대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6)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 분과 참여 (2017~2018)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수립 경과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17. 7.)
새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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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발족(’17. 11. 17.)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국립중앙의료원장 (총괄위원) 보건의료전문가 등 14명
위원회 총괄 및 분과*회의 개최, 종합대책(안) 마련(’17. 11. ~ ’18. 3.)
* 지역 분과, 인력 분과, 거버넌스 분과, 감염병 분과
종합대책(안)에 대한 관계기관·전문가 자문회의* 실시(’13. 3~6.)
* 시도, 보건소,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필수의료 관련 학회 등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권고(’18. 4. 18)
종합대책(안)
박능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협의(’18. 7~9.)

장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18. 10. 1.)

▒ 감염병 분과 위원 명단

분과위원장
: 최보율(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위원(가나다순)

- 기모란(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현(한림대학
교 의과대학), 김진용(인천광역시의료원),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나백주(서울특
별시 시민건강국), 류영철(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박재현(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손현
진(부산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이경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범식(국립중앙의료원)
▒ 감염병 분과 정책제안 내용
(1)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직적 양방향 협력체계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리더십
- 광역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책무성 강화
- 기초자치단체(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비 대응역량 강화
(2) 공중보건체계 :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강화
- 지역 기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정부 역할 강화
- 지역사회 기반 건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
-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개혁
-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가칭) 지역건강보장협의체 설치
- 공중보건기본법(가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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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내용(4대 분야 12대 과제)
비전 :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
4대 분야

12대 과제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1.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3. 지역공동체 기반 지속적·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1.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 의료 강화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2.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의료서비스 확대
3.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
1.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2. 필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관리
3.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제고
1.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 확대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2. 중앙정부 내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3.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7)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 TF 참여 (2020)
▒ 공공의료 TF 구성 배경 및 목적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불합
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
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 공공의료 TF 위원 명단

단장
: 안치석(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정기석(한림대성심병원 교수)

간사
: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참여위원
: 백진현(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안광무(충청북도의사회 의장), 이규남(강원도의

사회 의장), 김경식(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좌훈정(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
부회장), 장전웅(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박우찬(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국
원), 조승현(한국의대·의전원협회 회장), 강지언(제주도의사회 회장), 강태경(의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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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진규(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장성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해영(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문석우(건국대 충주병원 정
신과 교수), 이승훈(을지의료원 원장), 한희철(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김
형갑(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 염혜영(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혜경(경기
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이희영(서울시 광진구보건소장), 하현성(서울시 은
평구보건소장)
▒ 활동 내용
2020.

04. 09. 공공의료 TF 구성

2020.

04. 30. 공공의료 TF 1차 회의 개최

2020.

06. 24. 정책아젠다 확정

2020.

08. 13.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공공의료 TF가 제시한 주요 의제
① 공공의료의 정의와 개념 재정립
② 국공립의료기관의 현황·문제점 및 대안
③ 필수의료 혹은 공공의료 사업
④ 의료 취약지
⑤ 의료 취약계층
⑥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⑦ 공공의료 인력양성 제도의 현황 및 방안
⑧ 감염병 대응 치료체계 개편
⑨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대안
▒ 대한공공의학회 대표가 제안한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체계 및 조직의 전면 개편
1-1. 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정책 기능을 보건부로 이관·통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보건부로 이관하고 안전보건청으로 전환 : 직업, 환경, 생활

등 안전보건 전반의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위상 확보

보건복지부-광역
공중보건조직-보건소로 이어지는 일관된 공중보건체계 구축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중보건조직을 보건부 직할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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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

공중보건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인력, 예산 등을 포함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1-3.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조직강화

광역자치단체에
건강국(공중보건국) 신설 : 인력 및 조직 확충

모든
시·도에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같은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현재 각각 다른

운영 주체에 위탁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을 통합 운영
1-4. 보건소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동별 확충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 돌봄체계 구축 :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지역의 보건지소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건강 돌봄체계 구축 : 진료
면

기능은 지양하고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전
망을 구축해야 함
(2) 보건소 기능개편
① 사립의료기관의 부재로 인한 의료 취약지 외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영역은 과감
한 폐지
② 개인을 위주로 하는 진료보다는 전체 주민 대상, 환경변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기능을 개편
③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치매·와상 노인 등 건강 돌봄 대상자 증가, 자살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 증가, 메르스·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유행 등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함
④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 환경보건, 직장보건 등을 총괄하는 조
정자의 역할을 수행
⑤ 사립의료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
(3) 지역사회 예방보건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대폭 확충
① 중앙정부 재정 투입 확대
② 건강증진기금은 오로지 자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
(4) 공중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구축
① 핵심역량에 근거한 공중보건인력관리계획을 수립
② 자격증 중심의 임용제도를 핵심역량 기반 임용 체계로 개편
③ 공중보건연수원(가칭) 신설 : 공중보건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기관으로 육성
④ 대학 교과과정 개편 :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공중보건 교과목
의 시간 수를 늘리고 내용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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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소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의료업무수당 등 대폭적 봉급인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승진 등 경력개발
(5) 공중보건 기본법 제정
① 공중보건에 관한 개별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②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중보건의 책무, 공중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개
별 법률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규정
(6)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① 지역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등 민간 분야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을 함께 논의·협력할 수 있는 기전 마련
②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며 이 속에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
무국 설치 등 실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7)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개선방안
① 실질적인 보건교육과 행정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② 공중보건의사가 자발적으로 보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
③ 신분의 안정성 보장
④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활동 격려
⑤ 업무활동장려금 세부 지침 변경을 통한 인센티브 적극적 활용

5. 회원권익 옹호 활동
▒ 회원권익 옹호 활동은 많지 않았다. 기록할 만한 일은 ① 2003년 제2대 이권전 회장 주도로
수십 년 동안 동결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한 일, ②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
부로 의사보건소장 관련 조항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자 의협, 지보의와 함께 반
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한 일, ③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장을 중심으
로 그동안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을 2019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인정받은 일, ④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 의사 처우 개선 TF를 구성하고, 처우 개선 활동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7월 13일
부터 8월 3일까지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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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업무수당 인상(2003)
▒ 수당인상 시기 : 2003년
▒ 수당인상 경과 : 제2대 이권전 회장을 중심으로 내무부 및 경제기획원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하여 수당인상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피력하여 수십 년째 동결되었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였음.
▒ 2003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또다시 17년째 의료업무 수당이 동결된 상태임.

2) 의사보건소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대응 (2017)
(1) 사건 경위
▒ 2006. 8. 29. | 국가인권위원회 1차 권고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

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
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 2017.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
소 직원 진정서 제출
의사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라는 요지

▒ 2017. 5. 17.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2차 권고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 등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함
▒ 2017. 5. 18. |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상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

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
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

▒ 2017. 5. 18. | 치협, 한의협, 간협 공동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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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이 조항을 개
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섬
▒ 2017. 5. 25.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 2017. 05. 29. | 보건복지부 입장 선회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 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

체 등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적극 검토’로 전환됨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내용 및 권고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내용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

거나, 공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이유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 보건사업도 간과
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대외 관계적 역할
을 수행하고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등의 리더십 역량도 필요한
직위인 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

외한 의사를 1~6명을 두도록 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
는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

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하고 있어 비 의사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보건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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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
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됨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가 중요성

을 재확인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예방의학 등의 관련 분야 전문의 또는 비 의사로서 보건학
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며, 단순히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3) 개정 권고에 대한 대한공공의학회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의 반대 의견
▒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각 면허 종류별 업무에 따른 것임

포괄적인
보건지도의 임무가 있는 의사에게 보건소장을 맡기는 것이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유지하는 기본 방향임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십 종의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접종, 응급의료에 관해 체

계적으로 공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직종은 의사밖에 없으며 이 내용을 부정하는 것임
▒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기관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 법령에 특정 직위
의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특정 면허자격자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
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임
▒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따라
서 의사보건소장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라는 지도공문을 시달하
는 등의 행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보건소장 및 관리 의사를 비롯한 공
중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므로 선진 외국처럼 핵심
역량에 근거한 교육·훈련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람
(4)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대한공공의학회 대응 활동
▒ 학회 차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대응 TF’ 구성

위원장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서
기 : 김요한(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관리 의사)

위
원 : 이준영(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장), 하현성(서울시 은평구보건소장),

이인영(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강청희(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서해숙(서울시립 서북병원 진료부장), 홍혜정(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이주영(서울시 마포구 의약과장), 이진용(서울시립 보라매병원)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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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및 대한의사협회와 공조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과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함

대한의사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

정 권고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함(2017. 5.)
▒ 학회에서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일시

: 2017. 6. 20.

제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면담 신청 공문발송
일시

: 2017. 7. 20.

결과

: 면담 불발

▒ 회원 대상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반대 서명운동
일시

: 2017. 7. 20. ~ 9. 4.

서명

인원 : 263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관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조항 관련 간담회 참석
목적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관련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일시

: 2017. 7. 24.(월) 14:00

장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회의실

대상

: 10명

전문가(6인)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보건간호사회 각 1인

지자체(4인)

: 서울시 송파구보건소장, 경기도 시흥시보건소장, 서울시 1인, 경기도 1인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05′

참석자 소개

14:05~14:20

15′

지역보건법 시행령 입법 취지 및 인권위 권고 사항 공유

보건복지부

14:20~15:20

60′


보건소의
기능과 보건소장에 요구되는 역량
보건소장 임용 규정 및 운영 관련 의견

참석자

15:20~15:30

10′

간담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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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한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일시
: 2017. 8. 9.

간담회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개정 권고에 대한 재심의 요청

간담회
참석자 :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최재원(용산구보건소장), 김록권(의협 상

근부회장), 이진용(의협 공공보건이사), 안양수(의협 총무이사), 인권위 담당 과장 및 조사관
▒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 2회 실시
<보건의료전문지 보도 내용>
의협신문 (2017. 7. 24.)

의학신문 (2017. 8. 9.)

보건복지부 간담회 개최장소 앞 의협시위

의협 및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간담회

▒ 보건복지부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과 서명 명부 제출

일시
: 2017. 09. 12.

대상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내용

1) 서명 명부(263명)
2)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 내용
①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각 면허 종류별 업무에
따른 것임
②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
그동안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의사 보건소장은 전체의 40%에 불과함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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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기관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 법령에 특
정 직위의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특정 면허자격자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임
④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보건소장 및 관리 의사를 비
롯한 공중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 선진 외국
처럼 핵심역량에 근거한 교육·훈련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림
▒ 대한의사협회장 방문
방문

일시 : 2017. 10. 25. 09:30~10:30.

방문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추무진 의협 회장님께 드리
는 건의문’ 전달


참석자
: 추무진(의사협회 회장), 의사협회 부회장, 의사협회 총무이사, 이진용(공공보건이

사), 김혜경(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이준영(서울시 서대문구 보건소장), 김요한
(서울시 서대문구 관리 의사)

건의문
내용

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제13조 제1항 개정 시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노력에 감사드림
② 국민인권위 권고 결정에 따른 의사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한 차별 철폐를 검토 중
인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에 맞서 우리 대한공공의학회와 지보의는 의협에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요청 드리오니 선처 부탁드림
③ (가칭) 공공의료 T/F 구성의 건

위원장
: 의협 부회장,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 공동위원장 체제

내용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협의 정책 방향 마련과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협 차원

의 대응방안 마련

위원
구성 :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대한예방의학회, 지보의, 대한공공의

학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대공협, 의협 상임이사, 변호사 등 20인 이내

운영
: 집행부 설치 특별위원회로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 직후 운영 시작

④ 의협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의료
정상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중보건의 발전방향, 보건소장

의 자격, 공직 의사들의 핵심역량 개발, 공직 의사들의 교육훈련 방안 등에 대한 의협 내
전 직역과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대단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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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법 청원

지방의료원장을
의사로 하도록 관련 법 개정(지방의료원법, 의료법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강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넣도록 법 개정
현

⑥ 기타 요청사항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기관, 즉 학교(초·중·고), 법원, 검찰, 기타 직위지정 공무원(국가

전문기관)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드림

보건소장
임용 및 양성 과정에 대한 선진 외국 사례 수집 및 국제사회 공조 모색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림

3)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의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산입 (2019)
▒ 재직 기간산입 일시 : 2019. 12. 31.
▒ 재직 기간산입 경위 : 공중보건의사 근무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
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장 주도로 노력한 결과 2017년 3월 박찬우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음.

4)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식도 조사 (2020)
▒ 조사 배경

2020년
이인영 이사장 취임 후 17년째 동결된 의료업무수당 인상 등 보건소 근무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공직 의사 처우 개선 TF’를 설치하였고 처우 개선 활동의 근거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조사 목적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건소 기능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모집단)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공중보건의사 제외)

2020년
현재 전국 보건소에 근무 중인 의사보건소장 104명, 일반직 의사 64명, 임기제 의사

254명 대상, 총 422명
▒ 조사기간 :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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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절차 : 대한공공의학회에서 의협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면허 갱신을 위해 의협에 등
록되어있는 보건소 근무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협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전송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응답률 : 23.5% (모집단 422명 중 설문에 응한 샘플 표본 9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음)
▒ 조사결과
▒ 코로나19 전·후 비교 : 급여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 자율성, 환자와의 관계, 간호사 및
행정지원, 진료업무와 행정업무의 밸런스 등에서 의사들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음
▒ 진료 관련 요인 개선방안
① 임기제 재계약 시 경력 반영하여 연봉책정(37.4%)
② 임기제 진료 의사를 일반직으로(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26.3%)
③ 보건소장 및 의무직 과장의 개방형 보직 금지(16.2%)
④ 임기제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15.2%)
▒ 진료 환경 요인 개선방안
①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독립적 지위 보장(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에게 의학적 혹은
보건학적인 지시를 못하게 함)(39.4%)
② 3급 이상 의무직 승진 기회 보장(25.3%)
③ 보건소장 및 의무직 과장의 의사 채용 명문화(22.2)
④ 지역사회 공중보건 리더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7.1%)
▒ 보건소 의사 근무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전체적인 직업

만족도 (Y)의 설명력이 큰 요인변수로는 급여, 행정업무와 진료업무의 밸런스, 근무시간 보
장 순서로 나타남
▒ 의사 수급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
① 의사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음(69%)
② 중립적 의견(18%)
③ 도움이 됨(14%)
▒ 보건소 향후 기능개편에 대한 의견
① 감염병 관리(46%)
② 지역사회 건강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관리(15.1%)
③ 건강증진사업(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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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커뮤니티 케어(11%)
⑤ 만성질환 관리(6.8%)
⑥ 치매 관리 등 정신보건사업(2.7%)
▒ 기타 건의사항

보건소
근무경력에 따른 보건전문 인정의 제도 도입, 보건소 의사의 정규직화,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 중단, 보건소 의사들의 직책과 직급에 대한 권한 보장, 간호직이나 보건직 직원
들의 평가와 근무 배치에 관한 일정 정도의 권한 보장

6.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 우리 학회의 역량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진 못했으나 2010년부터 한
국만성질환관리협회, 2016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및 같은 해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교육과정
을 개발·운영하였다.

1)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교육과정 (2010~현재)
▒ 개설 배경 : 2010년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의 요청으로 대한공공의학회 주최, 한국만성질환
관리협회 주관으로 매해 춘·추계 실시하고 있음.
▒ 교육과정 명칭 : ‘보건소 의사 만성질환관리 워크숍’(2010~2013), 2014년 4월 1일부터 ‘공공
기관 재직 의사 춘·추계 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 개설 목적 : 전국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만성질환 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중점 관리
하는 주요 만성질환의 최신 지견을 보급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
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최 : 대한공공의학회
▒ 주관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 최초 시행 일시 : 2010년 9월 30일 ~ 10월 1일
▒ 본인부담금 : 무료

2) 대한의사협회 교육과정(2016-현재)
▒ 개설 배경 : 2016년 김혜경 이사장이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건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우리 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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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명칭 : 보건의료행정 최고 고위자 과정(2016~18), 2019년부터 공공보건의료 의사
역량개발 고위자 과정으로 명칭 변경
▒ 개설 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 인력의 교육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

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역 보건 역량 강화를 통해 의사 인력이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제공
▒ 주최 : 대한의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 주관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강의일정 : 2016년 2월 17일 ~ 5월 11일 (매주 수요일 pm 7:00~9:00)
▒ 수강료 : 총 12강, 24만원
▒ 2016년 제1기 교육 강의주제
일자

주제

2. 17.

1.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 강의
- 보건소와 공공병원의 공공성 : 그룹 토의

2. 24.

2.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과제
- 공공의료기관의 개요와 사업 현황, 과제(공공병원장)
- 공공보건기관의 개요와 사업 현황, 과제(보건소장)

3.2.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계획
-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 강의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계획수립과 실행 : 강의

3. 12.

4-5. 지역보건사업의 기획 워크숍
- 지역보건사업 기획의 순환과정 : 강의
- 지역보건사업의 기획 실습(그룹실습) : 지역사회 진단,
우선순위 설정, 목표 설정, 사업계획 수립

3. 16.

6. 행정의 개념과 조직
- 행정의 개념과 정부의 조직, 역할
- 보건의료행정의 실제 사례: 경험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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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이건세 교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안명옥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김혜경 소장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황의수 과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나백주 원장
(서울시 서북병원)
이진석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홍지영 교수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민아 교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유미 과장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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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제

3. 23.

7. 정부재정과 예산관리
- 정부의 재정과 예산 과정에 대한 이해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산관리 실제

3. 30.

8. 조직 및 인사관리
- 조직진단과 관리
- 인사관리제도와 성과관리

4. 6.

9. 리더십과 의사소통
- 리더십과 의사소통 : 개념과 실제 방법론

4. 20.

10. 법제 실무와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
- 법령의 체계와 제·개정 절차,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
- 지방조례 제·개정 실제 경험과 교훈

4. 27.

11.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5. 11.

12.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의사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
- 패널토론: 보건소장, 지방의료원장,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의사, 공중보건의사 등

강사
허필상 사무관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박찬병 소장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조승연 원장
(인천의료원)
서영준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김호 교수
(한국리더십센터)
조원준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허목 소장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윤용선 국장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이희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3) 대한예방의학회 교육과정 (2016~2019)
▒ 개설 배경 : 전국보건소장협의회 김진삼 회장이 대한예방의학회에 요청하여 개설되었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공공의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 교육과정 명칭 :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 리더과정
▒ 개설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관
리를 위한 공중보건학적 관점을 갖추고,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함양코자 함.
▒ 주최 : 대한예방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 2016년 제1기 교육 강의일정(격주 토요일, 10:00~17:00)

상반기
: 2016년 4월 9일(토) ~ 6월 18일(토)

하반기
: 2016년 9월 10일(토) ~ 11월 1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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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워크숍(1박 2일) : 7·8월 중 실시

해외

공중보건기관 탐방

▒ 수강료 : 150만 원
▒ 2016년 제1기 강의주제
횟수

날자

주제

Coordinator

1

4. 9.

건강과 건강의 결정요인, 그리고 공중보건의 역할

김동현(한림의대)

2

4. 23.

지역사회 건강 수준과 영향 요인의 평가

김건엽(경북의대)

3

5. 7.

공중보건에서의 리더십

이경수(영남의대)

4

5. 21.

공중보건에서의 정책 및 의사 결정

김창엽(서울대보건대학원)

5

6. 4.

공중보건에서의 의사소통

유명순(서울대보건대학원)

6

6. 18.

지역보건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윤태호(부산의대)

1박 2일 하계 Workshop

박순우(대구가톨릭의대)

7

9. 10.

공중보건 인력과 조직의 관리

나백주(서울서북병원)

8

9. 24.

지역사회 공중보건 사업 /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

이진석(서울의대)

9

10. 8.

공중보건 응급/위기 상황에서 공중보건전문가의 역할

최보율(한양의대)

10

10. 22.

주요 외국의 공중보건제도와 시사점

신영전(한양의대)

11

11. 5.

최신 공중보건 정책 동향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고광욱(고신의대)

12

11. 19.

공중보건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영역 : 책무성, 윤리성, 다문화성

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

해외 공중보건기관 탐방(WHO)

7. 지회 현황
▒ 2001년 서울지회 창립을 시작으로 2011년 경남 및 전남지회, 2013년 인천지회, 2014년 경기
지회 및 부산지회, 2016년 강원지회, 2017년 충청지회가 창립되어 현재 총 8개의 지회가 있
으나 지회에 관한 자료가 부실해서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 서울지회
창립총회

: 2001년 6월 9일

▒ 경기지회
창립

일시 : 2014년 3월 14일 저녁 7시

창립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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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회원(총
12명)

- 보건소장 : 심평수(이천시), 김혜경(수원시 팔달구), 이홍재(안산시 단원구),
함진경(여주시), 구성수(성남시 분당구), 김미경(군포시)
- 경기도의료원장 : 허봉열(의정부병원), 문형(이천병원), 김용숙(안성병원),
오수명(포천병원)
- 고문 : 윤배중, 박찬병

창립기념
행사 프로그램

(1)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
(2) 경과보고
(3) 임원진 선정
(4) 회칙안건에 대한 토의
(5) 향후 경기지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6) 기념촬영
▒ 인천지회

창립총회
: 2013년 4월 (날짜 미상)

▒ 부산지회

창립
일시 : 2014년 5월 1일(목) 오후 7시

창립기념식
장소 : 연산 로터리 소재 중식당 ‘북경’

참석회원(총
21명) : 보건소 18명, 부산의료원 3명

창립총회
결과

(1) 회칙 제정
(2) 임원 선출 : 회장 허목(부산 사상구보건소장), 부회장 김영식(부산의료원 외과 과장), 부
회장 안병선(부산진구보건소장), 감사 김유정(부산시 금정구보건소 의사),
이사진은 추후 임명 향후
(3) 지회 운영 계획 논의 : 정기 공부 모임을 운영, 회원 역량 강화에 주력, 대한공공의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용 독려, 정기 학술대회 참석 독려
▒ 강원지회

창립
총회 및 토론회 일시 : 2016년 9월 9일(금요일) 14:00~16:00

창립기념식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실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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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회
창립총회

: 2011년 6월 10일

▒ 전남지회
창립총회

: 2011년 5월 1일

▒ 충청지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16:00~18:30

창립기념식

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재활 – 관절염센터 3층 대강당(심포지엄) 및 3층 세미

나실(창립총회)
세부일정

(1) 1부 | 심포지엄
강연1

| ‘지방자치와 공공의료’

- 이종구(서울대학교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및 건강사회교육센터장)
강연2

| ‘보건의료지방자치 강화 방향 및 공공의학회의 과제’

-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2) 2부 | 대한공공의학회 충청지회 창립총회

8. 임원진 워크숍
▒ 2001년부터 매년 초 전 임원진이 참여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해 회무 보고 및
당해 연도 학회 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제5대, 7대, 10대 임원
진 때는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고 제6대, 8대, 9대 임원진 때는 임기 2년 중 한 해만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 제1대 임원진(도종웅 회장) 워크숍
일시

: 2001. 2. 3.(토) 15:30 ~ 2. 4.(일) 10:30

장소

: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호텔

내용

(1) 2000년도 회무 결산 보고
(2) 주제발표 및 토의 : 2001년도 공공의학회 사업계획 및 발전방안
- 의협개혁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이준영 정책이사)
- 사업계획, 회원확대 및 조직강화방안(박찬병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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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활동 강화방안(김은미 학술이사)
- 회칙 및 관련 법안의 개정방안(정유진 법제이사)
(3) 분임토의 :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 제1조 :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장 : 박준명)
- 제2조 : 보건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장 : 전혜정)
- 제3조 : 지방공사병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장 : 서용선)
- 제4조 : 시립 및 국립병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장 : 이준영)
▒ 제2대 임원진(이권전 회장) 1차 워크숍
일시

: 2002. 1. 26~27.

▒ 제2대 임원진(이권전 회장) 2차 워크숍
일시

: 2002. 2.

▒ 제3대 임원진(이창준 이사장) 1차 워크숍
일시

: 2004. 2. 21~22.

장소

: 대전시 유성호텔

내용

(1) 회무 보고
(2) 특강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과 발전방향 | 허용(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
장)
- 공공보건의료 확충 | 유지형(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장)
(3)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공공의학회의 사업계획 및 발전방안”
- 1조 : 회칙 개정 및 임원별 역할분담 (조장 이문형 법제이사)
- 2조, 3조 :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공공의학회의 구체적 전략 방안 (2조 조장 박찬병 부
회장, 3조 조장 조종희 지역보건이사)
- 4조 : 공공의료 및 공공의학회의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방안 (조장 이준영 홍보이사)
(4) 춘계 심포지엄 및 추계학회 주제선정에 관한 토의 : 진홍용 학술이사
(5) 현안 및 자유토론 : 김종흥 총무이사
▒ 제3대 임원진(이창준 이사장) 2차 워크숍

일시
: 2005. 2.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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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임원진(조성억 이사장) 워크숍
일시

: 2006. 2. 24.(금) 19:00 ~ 25.(토) 11:00

장소

: 수안보 파크텔

내용

(1) 회무보고
(2) 분임토의 : 학회 단기, 중기, 장기 발전계획
(3) 특강 : 건강의 경제학적 측면, 건강 형평성, 미국의 공공의료체계 | 김창엽(서울대 교수)
▒ 제4대 임원진(조성억 이사장) 워크숍
일시

: 2007. 1. 27~28.

▒ 제6대 임원진(권선진 이사장) 워크숍
일시

: 2010. 1. 15~16.

내용

(1) 자유토론 : 공공의학회 활성화 방안
(2) 주제발표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공공의료 위상 정립 | 발표 : 이인영 학술이사
- 신종플루에 대한 공공의료시스템 자기반성 | 발표 : 엄혜숙 총무이사
(3) 분임토의
▒ 제8대 임원진(홍인표 이사장) 워크숍
일시

: 2015. 3. 27.(금) 19:00 ~ 3. 28.(토) 11:00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내용

- 회칙 개정안 논의 | 조영중 재정이사
- 공공병원 발전방향 | 김석연 총무이사
▒ 제9대 임원진(김혜경 이사장) 워크숍
일시

: 2016. 2. 19.(금) 19:00 ~ 2. 20.(토) 11:00

장소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내용

(1) 주제발표
- 제9대 (2016~2017년) 대한공공의학회 정책 방향 : 김혜경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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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운영방안 : 우선옥 학술이사
(2)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 1조 : 회원 역량 강화방안
- 2조 : 공공의학회 정책개발
- 3조 : 회원권익 향상방안

9. 역대 회장, 이사장 및 의협 파견 대의원 명단
▒ 1대 및 2대 임원진까지는 회장 단일체제로 운영되다가 3대부터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여 국
립의료원 방사선과 과장이던 이창준 선생이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3대까지 공공병원
에 근무하는 분들이 회장 또는 이사장을 맡았으나 4대부터는 보건소 근무 의사와 공공병원
근무 의사가 번갈아 가며 이사장을 맡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1) 역대 회장 (2000~2020)
구분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임기

1대

도종웅

국립의료원장

2000~2001

2대

이권전

국립경찰병원장

2002~2003

심윤상

원자력병원장

2004(사임)

김강회

강릉의료원장

2005

4대

홍석일

원자력병원장

2006~2007

5대

조성억

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2008~2009

6대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2010~2011

7대

권선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장

2012~2013

8대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장

2014~2015

9대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6~2017

10대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2018~2019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2020(사임)

김석연

서울시립 동부병원장

2020~현재

3대

11대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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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이사장 (2004~2020)
구분

성명

근무처 및 직위

임기

1대

이창준

국립의료원 방사선과장

2004~2005

2대

조성억

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2006~2007

3대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2008~2009

4대

권선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장

2010~2011

5대

홍인표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장

2012~2013

6대

홍인표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장

2014~2015

7대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2016~2017

8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2018~2019

9대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장

2020~현재

3) 의협 파견 대의원 명단 (2000~2020)
연도

정대의원

교체대의원

2000

박진석

이준영

전혜정

2003

김형수

신영민

김혜경

이수용

김진삼

변창규

2004

김형수

신영민

김혜경

이수용

김진삼

변창규

2005

박창현

신영민

김혜경

이수용

김진삼

변창규

2006

송지원

이경인

문인홍

이동은

민승기

김인국

2007

이현관

이경인

문인홍

김재철

민승기

김인국

2008

김승수

이경인

박기봉

박광업

민승기

김인국

2009

조장원

이경인

박기봉

고성준

민승기

김인국

2010

차민수

배은경

김진학

노승수

민승기

박기봉

2011

차민수

배은경

김진학

노승수

민승기

박기봉

2012

전인표

박송훈

김진학

전용우

박세혁

권선진

2013

김범석

김진학

정길영

이자호

박세혁

권선진

2014

추성필

김석연

박송훈

이범석

심평수

진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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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대의원

교체대의원

2015

장효주

김석연

박송훈

진성찬

이범석

안진영

정의식

강정훈

2016

송지현

김석연

박송훈

진성찬

서재성

안진영

염혜영

김철수

2017

이재현

김석연

박송훈

진성찬

서재성

안진영

염혜영

박민호

2018

황인철

이준영

서재성

안진영

2019

황인철

이준영

서재성

안진영

2020

황인철

이준영

서재성

김혜경

10. 맺음말
우리 학회는 창립 이래 연 2회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등으로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의학회 산하 학술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정책 제언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 학회가 정부의 정책파트너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다.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지금보다 더 목소리를 높일 필
요가 있겠다. 회원권익 옹호 활동 역시 활발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기관
에서 일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회 차원의 공직 의사 처우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하겠다. 지금은 다른 학회 혹은 단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회 차
원의 가칭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으면 좋겠다. 2001년 6월 서울
지회 창립을 시작으로 총 8개의 지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서울지회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학회 창립 후 2001년부터 매년 초 개최되던 임
원진 워크숍은 지난해 회무를 평가하고 새해의 학회 운영방안을 계획하던 좋은 전통이었다. 중
단하지 말고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학회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편찬위원회 위원인 감철민, 고창원, 김동현, 김석연, 김요
한, 김인복, 김형갑, 박건희, 박현정, 송은철, 염혜영, 우선옥, 이인영, 이주영, 이진용 선생님의 자
문에 감사드리며 특히 과거 사진과 자료 정리에 수고해 주신 김요한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다. 또한 2000년 학회 창립 시 실무작업을 맡아 수고해 주신 오원용, 박진석, 이준영 선생님께 감
사드린다. 이분들의 회고담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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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공공의학회 제7대 이사장
•대한공공의학회 제10대 회장

1. 학회 현황
1) 학회의 성격
대한공공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7조의2의 공직의를 대표하는 ‘공직의협의회’이지만
2000년 3월 7일 학회 창립 발기인 모임에서 명칭을 ‘대한공공의학회’로 결정하였다.

2) 학회의 설치 목적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학술연구, 정책개발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 신장과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다음의 4군으로 나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행정기구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 지방공무원법 및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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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2010~2011) 회장단 시기 영등포교도소에서 복무하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박광선 회장의 요청으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학회에서 탈퇴했었으나 올해 제
34대(2020~2021) 김형갑 회장의 요청으로 다시 공보의들이 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
편 회원들이 퇴직 등의 이유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준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2015년
11월 회칙을 개정하여 평생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4) 지역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현황
우리 학회 회원이 근무하는 지역 공중보건기관은 2019년 말 현재 보건소 256개소, 보건지소
1,340개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이고 이곳의 의사 수는 2,066명이다. 공공의료기관은
2018년 말 현재 224개소이며 의사 수는 11,673명이다.
표 1. 지역보건기관 현황
지역

(2019. 12. 기준, 단위: 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계

전체

256

1,340

64

1,904

3,564

서울

25

25

0

0

50

부산

16

10

3

5

34

대구

8

10

3

8

29

인천

10

27

7

25

69

광주

5

2

6

10

23

대전

5

6

0

8

19

울산

5

8

1

11

25

세종

1

10

1

7

19

경기

46

123

13

161

343

강원

18

100

7

129

254

충북

14

97

2

158

271

충남

16

151

5

234

406

전북

14

150

4

242

410

전남

22

214

6

327

569

경북

25

223

1

311

560

경남

20

173

3

221

417

제주

6

11

2

47

66

출처: 통계청.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17_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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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공의료기관 현황

(2018. 12.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종합병원

전체

67
서울

3

부산

1

대구

1

인천

1

병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56

92

2

7

224

7

4

1

15

5

6

1

2

4

1

2

4

광주

1

3

4

대전

1

2

3

1

1

울산
지방
자치
단체
관할

중앙
부처
관할

1

세종
경기

6

강원

5

충북

1
9

15

2

9

2

6

8

충남

4

6

10

전북

2

2

6

10

전남

1

2

12

경북

3

1

16

20

경남

1

10

11

제주

1

2

1

4

교육부

15

1

국방부

1

19

보건복지부

3

7

경찰청

1

1

과학기술부

2

2

고용노동부

6

3

국가보훈처

5

1

6

1

1

국토교통부

2

법무부
기타

계

대한적십자사

3

3

1

1

16

6

23
20

2

1

12

10

1

1

1

7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국공공의료기관 현황 재구성
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401&CONT_SEQ=3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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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

(단위 : 명)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6,027

4,097

1,084

465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총계

702
(384***)

1,364
(1,305***)

13,523

* 2018년 말 현재, 출처: 2019 공공보건의료통계, 국립중앙의료원
** 2019년 말 현재, 출처: KOSIS
*** 2019년 말 현재 공보의 수, 출처: KOSIS

5) 제11대(2020~2021) 임원진 현황
서울의료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민기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임시 임원 회의에서 김석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원장이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인영 서울 강북구보건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박현정 서울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총무이사로, 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
학과 선생과 우선옥 서울 관악구 보건지소장이 학술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올해 대공협이 다시
학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김형갑 대공협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른 임원진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제11대 임원진 현황
직책
회장

성명

근무처

비고

김민기

서울의료원

사임

김석연

서울시립 동부병원

원장

이사장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

소장

부회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

부회장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부회장

허 목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임옥용

서울시 종로구

소장

부회장

김형갑

세종시보건소

대공협 회장

감사

하현성

서울시 은평구

소장

감사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총무이사

박현정

서울시 강북구

건강증진과장

총무간사

김인복

서울시 강북구

관리 의사

학술이사

우선옥

서울시 관악구 보건지소

지소장

학술이사

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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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학술간사

김요한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의약과장

편집이사

이진용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편집간사

김현주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기획이사

김귀숙

서울시립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홍보이사

이주영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의약과장

홍보이사

염혜영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정책이사

박건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소장

정책이사

박신웅

서울시립 동부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이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소장

교육이사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재정이사

한영란

인천시 계양구보건소

소장

비고

재정이사

박태환

서울의료원 신경과

공공의료사업단장

국제협력이사

김상준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소장

국제협력이사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정보이사

오상철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소장

정보이사

조영규

서울의료원

일반외과

법제이사

송은철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의약과장

법제이사

서해숙

서울시립 서북병원

진료부장

지역보건이사

이영희

대구시 북구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이병희

울산지방법원 부속의원

무임소이사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소장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소장

안진영

서울의료원

신경과

서울지회장

김석연

서울시립 동부병원

원장

경기인천지회

이현숙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소장

부산지회

허 목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경남지회

김천태

결핵연구원

지회장

전남지회

김대연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강원지회

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

내과

충청지회

신현정

대전시 유성구보건소

소장

고문

도종웅

21세기병원

고문

이권전

이권전내과

고문

이창준

서울시립 동부병원

고문

심윤상

의협파견 정대의원
의협파견 교체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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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고문

김강회

강릉동인병원

고문

홍석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고문

조성억

군산 소재 요양병원

고문

유병욱

원주 바른요양병원

고문

권선진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고문

홍인표

을지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고문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소장

고문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고문

김혜경

고문

조종희

서울시립 북부병원

고문

오원용

경북 안동시 빛으로병원

2. 학회의 비전, 미션, 전략
2016년 2월 19일 서울시 수안보 연수원에서 열린 제9대 임원진 워크숍에서 학회의 비전과 미
션 및 전략이 발표되었다. 학회의 비전은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의 발전’이며, 미션은 ‘공직 의사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공직 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 현장을 반영한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로 국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며, 공직 의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한
다.’로 정해졌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① 공직의 역량 강화, ② 정책대안 개발, ③ 공
직의 권익 옹호이다.
비전

미션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의 발전
공직 의사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공직 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 현장을 반영한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로 국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며, 공직 의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한다.

전략
공직의 역량 강화
•학술대회
•기타

•교육훈련

정책 대안 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 제안

공직의 권익옹호
•처우 개선
•기타

그림 1. 학회의 비전, 미션, 전략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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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의 문제점
지난 20년의 성장기를 거쳐 우리 학회는 지역 공중보건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직
자들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리 학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해결해
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점을 짚어보는 것은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보려고 한다.

1) 회원 수
우리나라 지역 공중보건기관(2019년 12월 말 현재)과 공공의료기관(2018년 12월 말 현재) 총
수는 3,788개소이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직 의사 수는 13,523명에 달하는데 우리 학회 홈페이지
에 등록된 회원은 90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9년 말 현재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377명이고 그중 의사보건소장 100여 명
을 제외하면 관리 의사는 270여 명이다. 그런데 서울 이외 지역의 관리 의사들은 혼자서 진료실
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 보건소의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학
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2018년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에 6,027명, 종합병원에 4,097명, 병원
에 1,084명, 요양병원에 465명의 의사가 각각 근무하고 있다. 공공병원 근무 의사 인력의 대다수
가 속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우리 학회 회원이 아니다. 우리 회원들은
주로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지방공사의료원은
대부분 300병상 미만이고 진료과목당 의사가 1인에 불과해 원장을 제외한 일반 의사의 경우 보
건소 관리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학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학회 창립 당시 대공협 소속 공보의들이 참여했으나 2012년 대공협의 학회 탈퇴 결정으
로 올해까지 공보의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2) 학술활동
우리 학회는 창립 이래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학술지를 창간하여
매년 1회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이 다른 학회에 비해 활
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창립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 대한의학회 소속 회원학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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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회지 역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증하는 등재학술지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학술활동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회원들 대부분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종사하지
않고 주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대학교수 혹은 연구원으로 임용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논문 실적이 필요하며, 전공의 역시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무적으로 논문을 써야 한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공직 의사들은
논문을 써야 할 의무도 없고 개인적인 관심이 없으면 특별히 학술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기관의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연구 활동은 개인적인 경력개발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장려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전도 없고,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 연
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기부여 장치 역시 전혀 없는 실정이다.

3) 정책제안활동
2000년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면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대란을 수습하
기 위해 의·정 합의 결과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
산하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 참여한 대한공공의학회는 국·시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발전방안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실현되었으나 대다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직전, 우리 학회는 ‘신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어 ① 국립병원의 발전방안, ② 지방공사병원의 발전방안, ③ 보건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
으나 그것 역시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학회를 비롯한 여러 공중보건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개혁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16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2017년에는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 분과에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강화 방안’
을 제안했고, 올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응하여
의협이 구성한 공공의료 TF에 참여하여 제안한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등 우리 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기관의 발전방안을 제안했으나 그 결과는 여전히 실
망스럽다.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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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권익 옹호활동
2003년 이권전 회장을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수십 년간 동결되었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었
으나 그 이후 17년 동안 다시 동결된 상태이다.
2017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에 대해 특별
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장
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자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
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이후 다시 입장을 선회하여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학회는 의협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지보의)와 공조하여 6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와대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7월 20일
부터 9월 4일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총 263명의 서명을 받아 9월 12일 개정 권고에 대한 2
차 의견 및 보건의료인력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다시 보건복지부
에 제출하였다. 다행히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인식도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보건소 기능 개편
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020년 현재 전국 보건소에 근무 중
인 의사 보건소장 104명, 일반직 의사 64명, 임기제 의사 254명 대상 총 422명에 대한 인식도 조
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전·후 비교에서 급여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업무 자율성, 환자와의 관
계, 간호사 및 행정지원, 진료업무와 행정업무의 밸런스 등에서 의사들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관련 요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① 임기제 재계약 시 경력 반영하여 연봉책정
(37.4%), ② 임기제 진료 의사를 일반직으로(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26.3%), ③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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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무직 과장의 개방형 보직 금지(16.2%), ④ 임기제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15.2%)이었다.
진료 환경 요인 개선방안은 ①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독립적 지위 보장(의사가 아닌 사람
이 의사에게 의학적 혹은 보건학적인 지시를 못 하게 함)(39.4%), ② 3급 이상 의무직 승진 기회
보장(25.3%), ③ 보건소장 및 의무직 과장의 의사 채용 명문화(22.2), ④ 지역사회 공중보건 리더
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7.1%) 등이었다.
기타 건의사항은 ① 보건소 근무경력에 따른 보건전문 인정의 제도 도입, ② 보건소 의사들의
직책과 직급에 대한 권한 보장, ④ 간호직이나 보건직 직원들의 평가와 근무 배치에 관한 일정 정
도의 권한 보장 등이었다. 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보건소 의사 근무만족도에 대
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전체적인 직업 만족도 (Y)의 설명력이 큰 요
인변수로는 급여, 행정업무와 진료업무의 밸런스, 근무시간 보장 순서로 나타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여 2차에 걸친 전국의사 총파업이 일어났다. 우리 회원들에게 공공의대 설립이 공직
의사 수급에 도움이 될지 물었더니 6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직 의사들의 근무 여
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없이 단순히 의대만을 신설한다고 해서 공직 의사가 확보될 수는 없다
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회원권익 옹호 활동이 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회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6) 교육·훈련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고 우리나라 방역 및 보건의료체
계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이의 해소책으로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에 근
무하는 공중보건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예방의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예방의학 추
계학술대회 시 ‘지역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2016년부터 대한예방
의학회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
보건 최고 리더과정’을 개설하여 2019년까지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 필자가 이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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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할 당시 의협의 추무진 회장에게 건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
는 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행정 최고 고위자 과정(2019년부터 ‘공공보건의료 의사
역량개발 고위자 과정’으로 명칭 변경)을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 달리 아직 공중보건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
되어 있지 않아 공중보건 핵심역량에 기초한 정부 차원의 공중보건인력 양성 및 훈련 체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학회는 2017년 공직 의사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TF를 운영한
바 있고, 같은 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우리 학회가 참여하는 공중보건단체협의회 명의로 ‘가칭
공중보건연수원’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다른 학회 및 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 학회 단독으로 공직 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7) 지회활동
2001년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2011년 경남과 전남지회, 2013년 인천지회, 2014년 경기지회와
부산지회, 2016년 강원지회, 2017년 충청지회가 설립되어 현재 총 8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지회를 빼고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4. 학회의 발전과제
1) 학술활동 강화
(1) 공공보건의료 개념 정립
① 정부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변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의 개념을 각각 별도로 법률 혹은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정의한 적이 없다. 그 대신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라는 매우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는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
료’ 만을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였다가 2012년 이 법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
서 제2조 제1항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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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 제2조 제2항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
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따로 정의
하였고, 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
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별도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생각하
는 공공보건의료란 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법 제2조 제4항의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에서 행하는 법 제2조 제2항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의료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였고, 2017년 11월
17일 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한 바 있다. 2018년 10월 1일 박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 속에서 우리는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
다. 즉, 지역 격차 없는 ①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제공, ② 산모·어
린이·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③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을 공공보건의료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중보건 및 의료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함
공중보건은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이자 기술이고 의료는 개인을 대상으로 치
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문이자 기술을 지칭한다.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보
건의료라는 한 용어로 표현하면 개념상 혼란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에 대해 새롭게 정의해야 함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다. WHO 및 영어권에서는 공공의료를
Publicly Funded Health(or Medical) Care로 표현하여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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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는 국가가 운영하는 전 국민 단일보험에 의해 재
정이 관리되기 때문에 소유 주체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상관없이 모두 공공의료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료가 곧 공공의료이므로 앞으로 이 용어 이외에 별도의 공공의료라는 용
어의 사용은 불필요하다 하겠다.
④ 공공의료 대신 ‘정책의료’의 개념을 도입해야 함
건강보험의료가 곧 공공의료이지만 건강보험의료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즉, 지역별로 의료격차가 존재하고, 아울러 건강보험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민
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길 꺼리는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일부 특정 분야 및 산모·어린이·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격차 및 의료공백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즉, 의료제공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
역 수가를 도입한다든지,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및 산모·어린이·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가산 수가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규식(2013)은 건강보험의료 중 보험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은 정부가 정
책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정책의료’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은 1985년 국립병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 후 남은 병원들로 하여금 일반진
료보다는 정부에서 지정한 ‘정책의료’를 제공하도록 기능전환을 하였다. 일본 국립병원에서 제공
하는 ‘정책의료’는 암, 순환기 질환, 면역 이상, 내분비·대사성 질환, 결핵, 에이즈, 재해의료, 장수
의료, 국제의료협력, 국제적 감염증 등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책의료’ 개념을 도입하여 공
공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확충 및 기
능 보강을 위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할 경우에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⑤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공공의료 대신 정책의료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정책의료 계획 속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계획
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감과 필요성은 여
실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현재 각급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투자 미흡으로 인해 시설·장비와 의
사 수급 등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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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은 의대 부속병원에서 특수병원으로 바뀐 이후 진료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경우 전국 총 35개소 중 8개를 제외한 27개소가 300병상 미
만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어 시설과 장비 등 기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의사의 경우 대
부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정적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산
하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시설과 장비 등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며 열악한 근무 여
건으로 인해 의사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개편을 통해 국립대병원이나 특수목적병원 이외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일반진료는 지양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정책의료를 수행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
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시설과 장
비를 보강하고 특히 유능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해야만 한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정책의료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고, 이 법률 안에 정
책의료의 개념 및 역할 규정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⑥ 공중보건정책과 의료정책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
공중보건과 의료의 개념을 구분하듯이 공중보건정책과 의료정책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중보건정책은 공공보건의료 안에 부
속된 하위 개념으로 무시당해 왔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조직에는 공중보건 개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만 있지 공중
보건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개별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부서가 없다. 또한 환경부(환경보건), 교
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중보건정책 기
능을 총괄·조정하는 부서 역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키고,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
(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정책 기능을 보건부로 이관하여 통
합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부-광역공중보건조직-보건소로 이어지는 일관된 공중보건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한편 공중보건법을 신설하여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중보건의 책무, 공중보건 전
문인력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과의 관계 설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할 필요
가 있다.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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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공보건의료’ 개념 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우리 학회는 타 학회와 달리 공직 의사들이 결성한 전문 학술단체로서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
를 천착하는 국내 유일의 학회이다. 이번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 중심으로 그동안 정
확하게 개념 규정이 되지 않아서 학술활동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혼란을 초래한 ‘공공보건의료’라
는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을 거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학회가 추구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 연구 분위기 조성
지금까지 국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공중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연구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그들 대부분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둘째, 논문을 써야 할 의무도, 동기부여도 없었고 셋째, 현장에 기반
을 둔 정책사례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분
위기는 바뀌어야 하며 공중보건 및 정책의료 발전을 위하여 현장에 기반을 둔 실증적 연구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연구수당 신설 등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신설, ② 우리 학회 학술지를 활용한 발표 기회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가입 및 학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록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로 가입하려면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회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회원 인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회원 인준 심사내용은 ① 학회 분류 체계상의 소속 및 관련 학회
의견 ② 회원의 타 학회 참여 상황(회칙상, 회원구성의 타과 문호 개방 여부) ③ 최근 3년 동안의
국내외 학술활동 평가결과 ④ 학회지 평가결과 ⑤ 의학교육 기본과정 교과목 개설 여부 ⑥ 기타
필요한 참고 사항 등이다.
가장 중요한 최근 3년간 국내외 학술활동 평가 내용은 ① 최근 3년간의 학술대회 개최 횟수 :
3회 이상(1회 이상/년) ② 최근 3년간의 학회지 발간횟수 및 논문 편수 : 6회 이상(2회 이상/년)
여부 및 논문(종설, 원저) 8편 이상/년 여부 ③ 최근 3년간의 학술활동 평가 기본항목 점수 평균
: 60%(120점 이상) 여부 ④ 위의 3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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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앞으로 우리 학회가 의학회 인준을
받기 위해선 우선 별도의 사무실 마련과 함께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학회의 실무를 전
담하게 하여 학회 집행부가 바뀌어도 연속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현재 연 1회
발간되고 있는 학술지를 연 2회 이상 발간해야 한다. 우리 학회가 최대한 빨리 인준을 받으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자격요건을 갖춘 활동을 한 후 2024년 8월 중 관련 실적 서류를
제출해서 인준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한편, 우리 학회가 진정한 전문 학술단체로 발전하려면 우리 학술지인 ‘대한공공의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를 통과하여 등재학술지가 되어야만 한다.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학회 임원진과 회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해 본다.
표 5. 학술활동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학술지 발간
기본항목(70점~0점)

추가항목(25~0점)

1. 연간 발간회수(0~35점)

5. 코리아메드 등재(20점)

2. 연간 게재논문 편수(0~25)

6. PubMed, SCI/SCIE, Scopus 등 등재(5점),

3. 게재 논문 심사제도(5점)

단 eSCI(3점)

4. 의편협 발간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준용 명기
(5점)
국제 학술활동 및 국제활동 역량 강화(35점~0점)
기본항목(20점~0점)

추가항목(15~0점)

1. 영문 홈페이지 운영(10점)

3. 국제 학술대회 개최(10점)

2. 영문 학술지 발간(10점)

4. 국제 학술대회 영어 진행(5점)
국내 학술활동(110점~40점)

기본항목(90점~40점)
1. 학술대회 발표 연제 수(포스터 포함)
(25∼40점)
2. 학술대회 참가자 수(준회원 포함)
(15∼30점)

추가항목(20점~0점)
5. 연구비 지급 제도(5점)
6. 학술상 시상 및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5점)
7. 전국적인 조사연구실시(10점)

3. 발표 논문 심사제도(5점)
4. 연수교육, 지역별 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패널 개최
(0점∼15점)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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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운영 및 사회 기여(35점~0점)
기본항목(20점~0점)

추가항목(15점~0점)

1. 학회 상근직원 채용(10점)

3. 학회 사무실 보유(5점)

2. 학회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10점)

4. 의학발전과 사회 기여활동 실적(10점)

출처 :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가입안내 참고자료 중 학술활동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https://www.kams.or.kr/association/sub3.php

2) 공중보건 및 정책의료 관련 정책제언 활성화
우리 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정부 구성 위원회에 참가해서 정책제언을 하였고, 그밖에도 학
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지만 앞으로 학회의 정책제언 활동은 더욱 더 강화되어
야 한다.
정책이슈를 다루는 시기적절한 토론회 개최, 정기적 정책제안서 제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수단으로 우리 학회 학술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 1회 발간되는 학술지 발간횟수를
연 2회로 늘려서 한번은 지상 정책토론회 또는 정책논단으로 구성하는 등 정책제언 기회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정책부서인 보건복지부 및 입법기관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활발
하게 소통하고, 관련 단체인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전국지방의
료원연합회, 국립대학병원협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한국건강진개발원 등과 같은 기관 및 대한예방의학회 등 유관 학회와도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을 제안하고 이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회원 처우개선활동 강화
보건소 의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도 조사 결과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
장 필요한 것은 급여 수준 인상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의 급여를 높이기 위하여 우선
17년째 동결 중인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로 국방부 장기 재직 의사들의 경우
를 벤치마킹하여 진료·연구수당 신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 의사 임용형태를 임기제에서 일반 의무직 채용으로 변경하고, 승진 및 교육훈련 기
회 보장, 업무의 자율성 보장, 간호직이나 보건직 직원들의 평가와 근무 배치에 관한 일정 정도의
권한 보장 등 의사의 독립적 지위 보장과 같은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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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칭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 운영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의협,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예방의학회 및 공중보건단체협의회 등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학회 주관으로
‘가칭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공중보건 인정의는 ‘인구집단 건강관리 관점을 가지고 임상의학에 예방적 서비스를 결합시킬
수 있는 의사’로 정의할 수 있다.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MOH(Medical Officers of Health)
Competencies Working Group의 최종보고서인 A Set of Minimum Competencies for Medical
Officers of Health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는 보건직 의사 공무원
(Medical Officers of Health in Canada)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기본적 임상역량 ② 주민 건강 모니터링과 평가 ③ 공중보건 전문가 ④ 임박한 건강위험에 대한
연구 및 대처능력 ⑤ 정책·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⑥ 공중보건을 위한 주창(Advocacy)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⑦ 리더십과 관리 ⑧ 전문가로서의 활동(Professional practice) 등이다.
향후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을 개발할 때 캐나다 정부의 보건직 의사 공무원이 구비해야 할 핵
심역량과 함께, 2017년 우리 학회의 공직 의사 핵심역량 TF에서 개발한 내용을 더 발전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안정적 학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안정적 재원 확보
우리 학회는 의협으로부터 연간 일정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제
약회사로부터 광고비를 협찬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임원이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
고 있지는 않다.
학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임원진과 회원들
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구용역 수
주 등 다른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학회 상근직원 채용 및 별도 사무실 확보
우리 학회는 아직 별도의 사무국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고 상근직원 역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장이 근무하는 곳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무이사 등 이사진들이 직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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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회가 활성화되려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1명 이상의
사무국 상근직원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의학회 소속학회로 가입하려면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학회 상근직원 채용 및 학회 사무실을 보유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3) 회원 확대
대학병원과 보건복지부 이외 타 중앙부처에 소속된 국립종합병원 근무 의사들을 우리 학회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부터 대공협 산하 공보의들이 학회로 참여하기로 하여 다행
이지만 이들이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대체 인력이 없어 학회 참석이 자유롭지 않은 보건소 관리 의사와 지방공사의료원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학회에 참석해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과 조금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
회 조승연 회장과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사항이다. 즉,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 및 공
공의료에 관한 담론을 논의하는 유일한 학회이므로 지금처럼 공직 의사만이 정회원이 될 수 있
는 학회 회원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공직 의사 외 전체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고, 치과,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종 의료인,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유관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주장이다. 비록 우리 학회의 태생은 공직의협의회지만
참여를 원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학회 조직 개편
우리 학회의 운영은 이사장이 총괄하며 이사장이 임명하는 총무·학술 등 각개별 업무담당 이
사들이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진 중 총무·학술·편집이사 등 일부 이사진을 제외하
면 타 업무담당 이사들의 활동은 매우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회 앞에 놓여진 과제들이 녹녹하지 않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려면 과감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활동이 부진했던 개별 업무담당 이사
제를 폐지하고, 대신 일정 수의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면 한다. 즉, 학술위원회(학술활동 총괄), 편집위원회(학술지 간행 총괄), 정책위원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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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개발 및 토론회 운영 총괄), 대외협력위원회(회원권익 옹호 활동 및 대외활동 총괄), 교육위원
회(공중보건 인정의 제도 개발 및 운영 총괄)를 신설하여 이들 위원회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이사회에서 각 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논의하고 점검하도록 하면 좋겠다.

6) 대외활동 활성화
그동안 우리 학회는 의협, 대한예방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
임, 공중보건단체협의회 등과 학술활동, 정책제언, 교육과정 개발 등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앞으
로 우리 학회의 정책제언 활동 및 회원권익 옹호 활동 등 현안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더 많은 기관·단체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의 관계 형성도 필요하다. 이런 활동은 정책활
동뿐 아니라 회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지보의, 전국보건소
장협의회와의 연대는 물론이고, 전국의료원연합회, 대학병원협회와 같은 관련 단체와도 협력해
야 한다. 지금까지 소원했던 건강증진개발원이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정부 기관과의 소통
도 시작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의협이나 예방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협력 관계
를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대외협력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 바람직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발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회 미션, 비전, 전략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션

건강권 보장과 건강한 사회 구현

비전

공중보건과 정책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는 학회

전략
공직 의사 역량 강화

정책 대안 개발

•공중보건 및 정책의료 개념 정립
•학술활동 강화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 운영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유관 단체 및 학회와의 연대 구축

공직 의사 권익옹호
•보수 인상
•직업 안정성 확보
•경력개발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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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에서 논의한 학회의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6대 분야 17대 과제로 요약하였다.
비전

6대 분야

1

공중보건과 정책의료의 발전을 선도하는 학회

17대 과제
공중보건 및 정책의료 개념 정립

학술활동 강화

연구 분위기 조성
대한의학회 가입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록

정책토론회 개최

2

정책활동 강화

3

공직 의사
역량 강화

4

공직 의사
권익 옹호

학술지 지상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제언 활성화

공중보건 인정의 과정 개발 및 운영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진료·연구수당 신설
직업 안정성 확보
경력개발 기회 부여

안정적 재원 확보

5

학회 인프라 구축

학회 상근직원 채용 및 사무실 확보
회원 확대
학회 조직 개편

6

100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 강화

대외활동 강화

유관 단체와의 연대 강화
유관 학회와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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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학회의
역량 강화

권선진
•대한공공의학회 제4대 이사장
•대한공공의학회 제7대 회장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대한공공의학회가 구성된 세월이 벌써 20년이 됐다는 말을 듣고 새삼 감회가 깊다. 공공의료
에 몸을 담고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들을 위한 학회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몇몇 선배들의 강력
한 의지로 2000년 초봄 어느 날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강당에서 학회 발기인 모임을 가졌던 그 저
녁이 아직 내 마음에 잔상으로 남아 있다. 그 학회 발기인 중에 몇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있
어서 더욱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 세월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한 해였고 질병관리본
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지난 6개월의 노고로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그간의 학회의 부단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한 해로 자리매김할 2020년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 코로나19 대응책에서 보여준 능력은, 그간 사스, 혹은 메르스 발생을 해결하면서 익혀진 능력
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그의 브리핑
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탁월함으로 전 국민이 정은경 청장이 하는 말이라면 믿
을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예, 본부장이 청장으로 승격 임명된 예로 보건대 공
공의학회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공공의료에 몸담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공공의료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오래 공공의료인으로 살아남아야 더 양질의 공공의료를 국민
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국민이 믿고 공공의료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 틀림없다.
지난 20년 학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국립의료원을 필두로 전국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
하고 있는 의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배워온 흔적이 뚜렷하다. 그러
나 그런 20년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한계로
아직 대한공공의학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공의료인도 많음 또한 사실이다.
이제 지난 20년의 학회 발전기를 지나 성인이 된 학회가 나아갈 길은 기왕에 구축된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회원 각자가 공공의료적인 마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역량을 강화해서 코로나19로 부각된 K방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
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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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020년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으
로 인해 공직에 있는 모든 대한공공의학회 회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없
이 보내고 있는 2020년은 대한공공의학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비록 직접 대면하는 학회나 모임은 없었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섭섭한 시간입니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후반부터 공직에 있던 회원들로부터 우리의 처우
나 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관계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원들의 바람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공직 의사들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중 대한의사협회 유성희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의협정관 개정 등이 이루어져 공공병원 근무
의사, 지역보건의료기관 근무 의사 그리고 공중보건 의사들로 구성된 공직의협의회(대한공공의
학회)가 마침내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발기인 모임, 창립 Symposium을 시행하고 정관을 만들어 의협의 승인을 받아 비로소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도종웅 원장님을 회장으로 하는 대한공공의학회가 정식적으로 탄생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별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창립 당시 경제적인 지원
단체가 없던 관계로 오원용 총무이사님을 비롯 김은미·이인영·박유미·김혜경·박찬병 선생님들
과 사비로 저녁을 먹으며 책자를 만들던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특히 ‘대공협’ 회장이었던 박진석
선생님이 실무 일을 많이 맡아주었고 ‘지보’의 모임의 회장이었던 전혜정 소장님과 많은 지보의
모임 회원들의 협력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초대 도종웅 회장님과 제2대 이권전 회장님(당시 경찰병원장)을 중심으로 공직 의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십수 년 동안 동결되었던 의무직 수당을 인상하였고 보건복지부
로부터 공보의의 존재를 한층 더 인정받아 학회 참석 시 공적인 공가를 인정받는 등 나름 가시적
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임 공보의 배치 전 연수교육시간에 시간을 얻어 대한공공의학회를 알리
는 시간을 가져 공직 의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우리 학회의 운
영목표를 발표한 후 같은 연수에 참여하고 있던 치과·한의 공중보건의로부터 ‘우리도 대한공공의
학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느냐’라는 참여 의사 표시에 심정적으로 뿌듯한 때도 있었습니다.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03

기고문
대한공공의학회에 바란다

대한공공의학회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 이준영

이제 학회가 창립한 지 20년이 지나 성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공직을 선
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을 바라는 욕구 그리
고 한국 의료현실에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같은 커다란 명제에 대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은
성과가 크지 않았지만 나름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우리의 활동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큰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공직자 신분에서 운신의 폭의 한계,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혹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올해를 전후하여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로 나누어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향후 After Corona 세대에는 UnTact 시대조류 속에 발
전된 Digital Technology를 앞세운 Digital Transformation과 더불어 Patient Empowerment가
큰 화두로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보험자(정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료인), 의료서비스
수혜자(국민, 환자)의 3가지 축에서 점차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권
한도 증대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의료환경에서 우리 공직 의사들이 의료서
비스 공급자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두 부분과의 의견 교환하는 가교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사태에서도 비교적 적은 수의 공직 의사들이 소
위 K방역의 근간인 검체채취, 역학조사 및 환자 분류, 그리고 환자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음
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점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었
으며 오히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공직 의사들에게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
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나 회원님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실제 성과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나하나 버팀목을 쌓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수의 회원들, 자주 보지 못함에서 이어지는 낮은 연대의식 속에서도 집단지성으로 우리들의 생
각을 정립하고 우리의 위치를 알릴 때 우리 공직 의사들의 존재는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각
인되어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개되는 의료, 사회적인 대변혁의 시대에서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 우리
공직 의사들의 역할증대 및 높아지는 존재감으로 회원님들의 기대와 바람이 충족되고 대한공공
의학회가 더 크게 발전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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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 진가를 보인 적은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신종감염병의 대유
행은 민간 대형병원의 첨단 과학에 기반한 기술적 우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의 가치를 한없이 작
게 만들었던 시절을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건소가 없
었으면, 공공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이 재난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란 것인 자명하다. 코로나19
는 ‘Game Changer’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20년 가까이 공공의료 분야의 선구자들 노력
에 힘입어 초기 성공을 이룬 것을 UN 인류의 지속발전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하 SDG) 보고서에 나올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에 안주할 수 없을 것이다. 최후의 승자
는 내년을 지나 유행에 대처한 성적표를 받아 보고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기회를 빌려 앞
으로의 20년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건은 기본 인권(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health)으로 지난 20년을 뒤돌아보자. 인구집단에 기반한 공중보건학적 접근보다 사회
정의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가치이기에 개별적 개인 서비스보다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위한 필수
공중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 농어촌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 보건의료
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 노력이란 관점에서 성공과 도전과제를 생각해보자.
우선 우리의 보건소는 필수 공중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46년에 만들어 1956년 법제화
되었고 1962년 이후 지금의 시·구·군 체계로 정착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
보건법으로 개편된 보건소는 대대적인 현대화와 함께 기관법이 아닌 사업법으로 개편을 추진하
였다. 1979년 ‘국민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Health for All’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수 ‘공중보건서비스 제공’과 함께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보편적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을 달성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 사업’을 수행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
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2019년 일차보건의료 40년을 계기로 SDG 3.8의 수단으로 자
리 잡은 UHC의 일차보건의료는 그 중심에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이 있었다.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는 그 하부 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의 공공의료는 국민의료의 균점화와
형평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
중보건의사 의료인력의 지속적 확보,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서 한계가 있으며,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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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혁신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과 사망률이 짧은 기간 안에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은 보건소망
을 통한 필수 공중보건서비스 덕분이었다. 모자보건, 예방접종, 가족계획, 결핵관리, 기생충관리
등 주요 수직적 보건사업은 각 협회조직과 중앙정부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되었다. 1995년 지역
보건법은 보건소의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보건 요구인 신종감염병, 정신보건, 암관리, 건
강증진, 심뇌혈관관리, 노인보건, 건강검진 등의 필수기능이 정착되도록 우리 학회는 변화에 적
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보건사업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증거중심의 정책을
주장함에도 각종 급·만성 질환, 상해, 행태의 감시(surveillance), 조사(survey)와 평가, 그리고 공
중보건실험실(laboratory)의 인프라 구축은 더디고 불충분하며 질 관리와 인력 확보는 여전히 미
흡한 상황이다. 미국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 이하 IOM)은 공중보건의 10대 필수기
능을 평가(assessment), 정책개발(policy development), 보증(assurance)의 3개 분야로 정의한 바
있었으나 2020년 9월 새롭게 보인 10대 필수기능은 공중보건의 인프라 구축과 균등한 접근성을
강조하였고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 형평성(equity)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중보건적 접근의 중요성이 피력된 것으로 역학조사, contact tracing, 선별검사 등 코로
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중보건 실험실 기능 강화, 인력 부족과 질 관리가 제기되어 이를 구체적으
로 담아낼 그릇으로 공중보건사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의 정의를 실천해온 우리의 노력 중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지난날 절대 빈곤과 일자리 부족을 교육으로 극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문
화와 사회 구조가 주요 건강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등한시하였다. 만성질
환의 대유행 대책인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의지 결여와 편협성으로 건강의 다양
한 접근을 무시하였다. 그나마 지방자치의 경험이 쌓이면서 선거와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경
험들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행정인 지방정부가 오히려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모든 정책에 건강
을(Health in All Policy, 이하 HiAP)’ 접근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교육현장의 건강
교육, 건강한 식품 섭취, 대기오염과 도시화, 근로조건과 일터, 산업 구조와 건강, 환경 변화와 건
강 등 건강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역할과 역량이 지방정부에서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직들이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시설-보건의료 관련 대
학, 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직장, 지역 언론, 교회·절 등 종교, 각종 사회체육, 자원봉사
단체, 친목단체 등을 망라하며 지역 건강공동체,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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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회고와 20년의 미래 도전을 위하여┃이종구

학회가 할 일은 이와 같은 분야를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학문적 주장을 서슴지 말아야 할 것
이다. 또한, 우리의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는 일—중·저소득국가를 돕고 보건의료의 정의를 실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시류에 편승한 공허한 외침보다 학술 활
동을 통하여 공감하고 같이 가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정의로움과
공정함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으로 부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07

기고문
대한공공의학회에 바란다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의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공
공보건의료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자에게
공공보건의료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을
떠오르면 생소함마저 드는 현상이다.
코로나19 전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고, 필수보건의료의 불평등하
고 불공정한 분포를 해결할 핵심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지역과 계층 간
의 심각한 건강 격차를 항상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병원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영광
만을 어렴풋하게 기억할 뿐 급격한 수요 증가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민간의료기관을 따라가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공공 기반의 확충이 요원한 상황에
서 공공의료는 수요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한계 상황에 처한 취약한 주민 대상
의 안전망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존재 가치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보건의료서비스의 보편적 권리 구제에 대한 담론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과정
에서 감염병,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중환자치료, 분만, 신생아, 재활, 커뮤니티 케어 등과 같
은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의 건강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과 같은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보
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심어 주
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항상적인 불안과 불공정, 그리
고 건강 불평등 속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던져왔다. 그러나 미시적인 효율
성의 논리와 생산성의 잣대로 재정 당국을 포함한 정책결정권자들로부터 외면되어 왔던 것이 현
실이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책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
가 되었다. 건강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오히려 거시적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문화 전반
에 걸친 위기와 공포를 심화시키며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필수보건의료
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경우 필연적인 실패와 전 국민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각성하는 계기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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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
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의 지평은 열었지만, 각론에 들어가
면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또는 시장의 논리로 전개해오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립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논쟁이 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이었는지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 과정에서 평가될
것이다. 대한공공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나가야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쟁에 앞서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의학회가 더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
분이 있다. 그것은 국립공공의대를 포함하여 향후 쏟아져 나올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정책을 받치고 있는 가치체계는 무엇인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공공의학회의 시각이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 건강 정의와 권리의 부재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공보건의료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 미래에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 미
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공의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에게 던져야 할 성찰적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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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보루 역할을

감

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공공의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00년 3월
창립한 대한공공의학회는 보건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공중보건과 국공립병원의 공공의료 분
야의 공직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로 지난 20년간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과 학술적 연구를 하는 전문학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와 국민이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의료부문, 특히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
침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민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때, 대한공공의학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으로 예측되는 감염병 등의 공중보건재난에 대비하고 고령화와 만
성질환 등의 시대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며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공공의학회의 역할과 기
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공공의학회의 비전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
는 학회’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가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함으로
써 대한공공의학회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보루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활
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여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를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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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과 공공의료를
아우르는 학술단체,
대한공공의학회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지금 전 세계는 지난 백여 년에 경험한 바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는 건강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격이 커 한 국
가의 총체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위기 대응을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K-방역’의 성과이다. K-방역에 기여
한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보다 다각적이고, 최종적인 분석은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두 가지 핵심적 교훈을 들자면, 하나는 우리나
라 공중보건조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이고, 또 하나는 코로
나19 와 같은 대형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확진자 발생 시
즉각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는 대응체계는 코로나19의 확
산을 막은 일등 공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건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공중보건조직
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연결되어 동네 골목골목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
전을 지켜주는 거미줄과 같은 촘촘한 건강안전망이다. 이들 지역보건조직이 지역사회건강을 위
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감염성 질환 관리뿐 아니라 운동과 영양 등 건강생활관리, 금연과 절주,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심뇌혈관 포함 비감염성 만성질환 관리, 아토피 천식 관리, 작업장 건강
관리, 방문보건사업 등 비감염성질환의 모든 영역과 대상집단을 아우르고 있다. 지역보건조직의
이와 같은 포괄적 사업수행은 우리나라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병원
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선 최전방에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있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지방의료원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제적으로 병상을 비워두고, 밀려드는 확진자 치료의 대
부분을 담당해 내었다. 이같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동원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이제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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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과 공공의료를 아우르는 학술단체, 대한공공의학회┃김동현

이 두 공공보건의료조직의 존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이 확인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도 다시금 드러냈다. 지역보건소의 경우, 근거기반 보건사
업 수행을 위한 기능 개편과 전문성 제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중보건 인력의 양성, 그리고 지역보
건사업 거버넌스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체계 개편 등과 같은 오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방
의료원의 경우, 무엇보다 지역사회 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대
폭 확충과 시설과 장비의 선진화, 우수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전면적 투자가 필요하다.
대한공공의학회는 지역보건현장과 공공의료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료인
들의 학술단체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은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향상으로 나
아갈 것이다. 공중보건조직과 공공의료기관의 전문가들이 그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대한공공의
학회에 놓여진 짐이 무거운 만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짊어진다는 각오와 자부심을 새
롭게 하는 20주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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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공공의료 발전의
플랫폼이 되기를

김미경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회장
•경기도 군포시보건소 소장

대한공공의학회 창립 20주년을 지보의 회원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의
사들로 구성된 ‘지보의’(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회원들도 대부분 학회 회원이며 학회 창
립 이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하
며 또한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단지 공중보건의 위기 수준이 아닌 사회·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이 있었을까 싶은
상황이지요.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어 지금의 상황이 위기이자 곧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시장 논리에 치우쳐 평소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거의 인식되지
못하다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다시 소환되어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로 정책화, 입
법화되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
입니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의 리더십과 보건소,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등의 협력,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번 코
로나19의 상황을 잘 극복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보건소 현장에서도 확진
자가 급증하는 등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과연 이 위기를 무
사히 넘길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고마움으로 또한 그 어려움을 알기에 미안함으로 고개가 숙
여집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중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
당할 의료인들에게 단지 사명감과 헌신만을 강제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의료진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생 증원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나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점 재
논의라는 사실상 멈춤 상태가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이 삶
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본권 중의 하나이므로 단연 공공재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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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공공의료 발전의 플랫폼이 되기를┃김미경

제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과정 및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그동안 염원하던 공공의료 확충이 꼭
현실화되길 기대합니다.
대한공공의학회는 주로 보건소와 공공병원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 의사로 구성
되어있어 그동안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공중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함께 학습하고 토
론하여 꾸준히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제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술활동
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공공영역의
의사들로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모임으로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직 의사들이 우리 지보의와 대한공공의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버티고 발전해 올 수 있었겠지요.
학회가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관리청의 설립 등 코로나19 이
전과는 다른 시대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고비를 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공공의학회가 새로운 시대에 국민을 위한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 발전에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활발한 모임과 학술활동을 통하여
탄탄하고 발전된 학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공공의료가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건강수준 향상으로 행복과 안녕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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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과 2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허

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출범한 대한공공의학회가 벌써 20
년이 되었고, 특히 열의가 높으신 분들이 모여 20주년 기념책자를 발간하게 됨을 축하함과 동시
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에 진출한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가 있었고 전국에 활
동 중인 공직 의사들이 모여 ‘지역보건의료발전을위한모임’(지보의)을 만들어 나름대로 공공의
료정책에 조언하기에 이르렀지만, 공공의학회가 발족 전에는 의협 내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소리를 낼만한 학회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2000년 3월 창립한 대한공공의학회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공공보건과 국공립병원의
공공의료 분야의 공직 의사들로 구성되어 출범한 학회로 20년간 많은 선배 공직 의사들의 노력
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 학술적 연구를 하는 전문학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갈 길이 멀고 유능한 의료인들이 공직 의사로 진
출하여야 함에도 점점 열악해지는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줄어들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고 있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며 이는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들의 향후 급변하는 보
건의료환경에 대처해야 하는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회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나가고 보수나 승진체계와 임용
후 전문적인 교육체계 마련을 통해 역량 있는 공직 의사를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계가 제 역할
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개발 및 다양한 제언을 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향후 공공의대 설립문제나 통합돌봄케어의 시행, 코로나19 등과 같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과 정책제언을 하는 장으로 대한공공의학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다
시 한 번 전국 보건소장협의회와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20주년 및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발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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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0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대한공공의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에서 공공성이 가장 척박한 우
리나라에서 공공보건의료를 담론으로 한 유일한 학회로서 등대지기처럼 외롭지만 중요한 자리
를 지켜온 대한공공의학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스무 성상을 발판삼아 더욱 알찬 학
회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짧은 활동 중에 느낀 점을 감히 적어봅
니다.
지난날, 정부나 지자체 등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관심 없는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라고 생각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복지의
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연관된 활동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2013년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보건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
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
료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보
건의료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이라는 국정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학회는 같은 분야의 학문과 연구 종사자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공개 발표하고 과학적인 타
당성을 공개하여 검토 및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학회의 논의 주제인 공공보건의료는 의학
의 한 분야이면서도 경제·사회·문화·복지와 윤리를 포함한 인문과학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주제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한국의 유일한 학회임에도 정회원의 자격이 너
무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학회와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창립되었고, 학문적 교류보다는 친목 도모에 주안을 두고 출발한 역사적 배경에서 회
원 자격 확대에 제한이 많은 줄 알지만, 앞으로 우리 학회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직 공
공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는 조심스런 제안을 드립니다. “공직 의사들의 학회”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연구하고 정책을 보
급하는 학회”로 발전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맞춘 앞선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
아가 공공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치과,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학생, 기타 보건의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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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종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한층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되는 각 분야의 주제를 녹여내
는 광장의 역할은 오로지 우리 학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폐허에서부터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세계 7번째로 3050그룹에 속하는 자랑스러운 나라
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3만 불 개인소득에 걸맞은 복지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립은 이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일 것입니다. 최근 있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또한 공공성 높은 보건의료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각 분야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의 산통으로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공공의학회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의 새로운 앞
날을 위한 공론화의 마당을 제공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대한공공의학회를 이끌어 오신 모든 선배 회원 여러분께 큰 존경과 마음을 전하
면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 대한공공의학회의 새로운 20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1부 대한공공의학회 과거, 현재, 미래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17

2000~2020 Years

02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서면 인터뷰 |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오원용 | 초대 총무이사
•박진석 | 초대 부회장
•이권전 | 제2대 회장
•홍석일 | 제4대 회장
•김강회 | 제3대 부회장
•유병욱 | 제3대 이사장
•조성억 | 제2대 이사장

자유기고 | 공중보건과 공공의료 그리고 대한공공의학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투자 | 조인성
•공공의료는 공감·공유·공존이다 | 서해숙
•공직의로서의 보람과 바람 | 우선옥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 감철민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다 | 이숙영
•배려와 존중, 감사드립니다 | 김요한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학회로!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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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용

1

•대한공공의학회 초대 총무이사
•빛으로병원

1

	먼저 근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무처, 현재 하시는
일 등을 말씀해 주세요.
●

1986. 3. 1 ~ 2010. 8. 31 | 국립중앙의료원(방사선종양학과) 근무

●

2010. 9. 1 ~ 2017. 2. 28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교수 및 정년퇴임

●

2017. 3. 1 ~ 현재 | 경북 안동시 빛으로병원 근무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5년,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교수로 7년
6개월 근무한 후 정년퇴임하였고, 2017년 3월부터 안동 빛으로병원에서 주로 암환자의 방
사선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계기로 국공립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나요?
1983~86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우리나라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최초 수
련 1기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새롭게 신설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초청받
아 1986년 3월부터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대 및 전공의 시절
부터 보건의료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맞게 인류사회를 위한 공익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가능하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서 국가보건의료기관 또는 공익기관에서 소신껏 일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고 이에 적
합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5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1986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되어 저의 전공인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 및 예방사업
에 주로 관심을 갖고 근무하였습니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의 지원과 보건복지부 주관으
로 “한국 암관리 워크숍” 개최에 이어 1980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에 “한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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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암등록본부”가 설치되고 해마다 암등록사업과 통계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암등록사업 자료와 통계를 국가 암정복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국립암센터에 이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립암센터는 향후 순조롭게 국가암
정복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씀
해 주세요.
과거 우리나라 국가발전 전략이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
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도 투자가 미미하게 되었고 공공보건의료는 더욱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계속 낙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2000년 의료대란으로 이어졌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실함이 여지없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또한 공공보
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료대란의 와중에서도
공중보건의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앞장서서 의사협회와 협의하에 공공
보건의료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의사협회 산하에 대한공공의학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저는
대한공공의학회의 초대 총무이사를 맡아 사명감과 열정이 탁월한 전국 공공보건의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혀 연결성이 없었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사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
성하게 되었고 2001년 6월 9일에는 국립의료원 9층 강당에서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
대회 및 정책토론회”도 처음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우리나라 의료발전뿐만 아
니라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질적 확충, 장
기적으로는 적절한 양적 발전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그때뿐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이 또다시 2020년 의사집단 파업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
적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오직 보건의료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려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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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집단의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기본적인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실이 아직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5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2000년 의료대란 속에서도 기본적 국민의 건강권
을 위하여 뜻과 열정을 모아서 대한공공의학회가 태동하였습니다. 시작은 위기 속에서 미
약하게 출발하였지만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20주년을 맞이하
여 기념집을 출판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기쁘고 20주년을 준비하는 대한공공의
학회 임원들과 편집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은 성장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청년기로써 힘차게 발전해나가야 할 시기
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공보건의료인들이 또 한 번 마음과 뜻
을 모아 향후 20년의 비전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난 세월 동안 수고했던 선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국민건강권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의 확충과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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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1

•대한공공의학회 초대 부회장
•제13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휴앤유병원

2

	먼저 근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무처, 현재 하시는
일 등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최근에 부천에서 15년간 운영하던 재활의학과 의원을 폐업하고 봉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했는데 다행히 현재는 재활전문
병원에 취업해서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대한공공의학회에 함께 하시게 됐나요?
1999년에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의사협회에는 직
역 대표 조직이 개원의사회, 전공의협의회, 군진의학회 등이 있었고 보건소, 의료원 등 공
직에 있는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정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단체였으므로 의견 개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뜻 있는 공직 의사들과 함께 공직 의사들만의 조직
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1999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산하 조직으로 공직
의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되고 최종 의결되어 관련 근거가 마련되
어 있었으므로 2000년 2월 18일 이준상(당시 국립보건원장), 이준영(서울시립서대문병원
장), 전혜정(성동구보건소장), 김혜경(구리시보건소장),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대표인 제가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조직 구성과 설립을 최초로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7일 국립
의료원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도종웅 국립의료원장님을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였
으며 3월 11일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대한공공의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대한의사협회 제116차 상임이사회에서 대한공공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직의협의회로 정식 인준되었습니다.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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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명칭을 ‘공공의학회’로 하게 된 것은 공직에 있는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이므로 학회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당시는 공무원노조도 없던 시절이었음). 저는 창립총
회에서 공공의학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가장 나이가 젊었든 관계로 오원용
총무이사님(당시 국립의료원 치료방사선과장)과 함께 학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학
회 실무를 전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공의학회 회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 기억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공보의로 처음 배치받은 곳은 경북 안동시 와룡면 보건지소였습니다. 보건지소에 내
원하는 하루 환자 수가 적어서 가끔 방문진료를 나가곤 했는데 안동댐 근처의 어느 마을을
비포장도로를 한참 차로 달려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와상 상태로 투병 중이던
할머니를 진료하고 수액주사를 처방했습니다. 지소장이 직접 차를 몰고 왕진을 와서 무척
좋아하셨던 할머니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 보건지소에서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건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되었고, 서울에 와서 보건복지부, 국립보
건원, 보건소 등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공직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함께 공공보건의
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고민했는데⋯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수했던 저의 젊
은 시절이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4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씀
해 주세요.
공무원 조직에서도, 의사 사회에서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런 지원도 없던 공중보건의사와
공직 의사들을 대표하는 공공의학회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고 고민했던 모든 순간들
이 다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국립의료원의 스칸디나비안클럽에서 처음 창
립총회를 가졌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때 음식이 많이 남아서 연어회를 실컷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명예도 보상도 없는 일이었지만 오로지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 발
전을 위해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공의학회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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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공직에도 많은 의사들이 진출하여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공의학회 창립에 참여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5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의학회는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의 학술단체입니다.
당연히 많은 학술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함께 공직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권익 옹호와 친목 도모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는 서로 보완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일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공적 의료와 사적 의료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
한의사협회 정식 산하단체이자 공직 의사들을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공공의학회가 대한민
국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공공의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
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적다 보니 그때 열심이었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지금은 희끗희끗 하지만 저의
청춘을 바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학회가 많은 발전을 한 것에 대해 여러 선생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술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경 소
장님, 이준영 원장님, 박찬병 원장님, 오원용 선생님과 함께⋯(초창기 공공의학회 설립 때
제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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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이권전

1

•대한공공의학회 제2대 회장
•이권전내과의원 원장

3

	먼저 근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무처, 현재 하시는
일 등을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그마한 클리닉(내과)을 운영 중입니다.

2

	어떤 계기로 국공립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나요?
솔직히 처음엔 공공의료라는 분야에 인식이 별로 없었으나, 근무하다 보니 점점 그 중요성
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국공립병원의 운영은, 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과 달리, 사회
안전망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려 하였습니다.

4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씀
해 주세요.
대한공공의학회 설립 초기에 어설픈 지식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강연이나 기고 등을 했던
것은 못내 아쉬우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당인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수
없이 뛰어다녔던 일이며, 당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 기울이시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병
원 방문 시 대한공공의학회에 대한 안내를 드렸더니 대단히 공감하시며 지원해주시겠다
고 하시던 기억도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그
나마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져 가고 있으니만큼, 맡
으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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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일

1

4

•대한공공의학회 제4대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먼저 근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무처, 현재 하시는
일 등을 말씀해 주세요.
요즈음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
검사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수행하는 건강검진업무 중
혈액 및 조직 검체를 의뢰받아 진단검사업무 및 병리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

	어떤 계기로 국공립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나요?.
공공병원의 개념을 확대하여 경찰병원·원자력병원 등이 포함되어 관여하게 된 것으로 추
측합니다. 원자력병원은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으로 평시 암 전문병
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방사선을 이용한 진료에 중점을 두고 그 당시는 방사선 및 암 연
구에 투자를 많이 하는 병원이었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
4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제2연구동 신축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씀
해 주세요.
임기 동안 같이했던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장으로서 열심
히 기여하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5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의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학 정책 개발에 힘을 실어 활동
했으면 합니다.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27

서면 인터뷰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김강회

1

•대한공공의학회 제3대 회장
•강릉동인병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소장

5

	먼저 근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무처, 현재 하시는
일 등을 말씀해 주세요.
2007년 12년간의 강릉의료원 원장직을 마친 이후 6년간 동해동인병원 병원장으로 지내고
현재는 고향의 강릉동인병원에서 진료과장 및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소장으로 지내고 있
습니다. 금년 봄에 가운을 벗고 해보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보려 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직을 떠나도 꼼짝 못 할 듯하여 아직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합니다.

2

	
어떤 계기로 국공립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나요?
고등학교 시절 지역 봉사활동으로 알게 되었던 김영진 강릉시장님이 강원도지사가 된 후
본과 3학년 때인가 낙후된 강원도의 의료환경을 걱정하며 졸업 후 강원도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전문의 취득 후 장윤석 주임교수님이
춘천의료원과 대구의 개인병원 등을 근무지로 소개받았는데 급여 등 근무조건이 가장 나
빴지만, 공공병원인 춘천의료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마 대학 시절 읽었던 닥터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가 공공의료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는 가물가물하
지만 이런 의사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3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공공병원도 경영상태가 존립의 근거가 되던 시절이라 경영 안정화가 초미의 관심이었고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문병원의 병설과 병원의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던 일이 기억나며, 지방공사의료원으로 행자부에 관리를 받는 한, 경영 논리가 최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추진하며 박찬병 원장
님 등과 함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참여하였던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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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씀
해 주세요.
창립 시부터 동참권유를 받아 참여하면서 열정적인 많은 분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
는 한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연륜과 토대가 부족하던 초기에 더 많은 확장
과 관심집중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던 병원, 보건소, 연구기관, 행
정기관, 학계 등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시작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로움 속에 큰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저처럼
타의에 의해 공공의료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의학회는 고향 같은 학회일 수 있습
니다. 그 속에서 함께했던 여러분께 감사와 안부를 전하며 코로나19의 힘든 방역 속에 공
공보건의료가 관심의 대상이 된 지금 학회의 큰 발전은 물론 역할증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학회로의 발전을 빕니다. 얼마 전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니 환영해 주어 감사
했습니다. 가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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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유병욱

1

•대한공공의학회 제3대 이사장
•대한공공의학회 제6대 회장
•원주 바른요양병원

6

	먼저 근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무처, 현재 하시는
일 등을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 원주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계기로 경기도립 의료원에서 일하시게 되셨던 건가요?
서울의료원 퇴임 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의료원장
공모에 선임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립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추진하셨던 기억에 남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의료원장취임 후 일주일 만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의 환자를 전
부 퇴원 또는 전원시키고 메르스 환자 전담병원으로써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여 대통
령 표창을 비롯한 포상과 여론의 칭찬을 받은 것과 임기 중 의료원 산하 병원의 신 증축으
로 준비한 음압격리시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유용하게 사용되게 된 것이 보람입니다.

4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씀
해 주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회행사들이 잘 이루어져서 장관, 지방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이 기억에 남습니다.

5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한 번 공공병원의 존재성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전문성에는 미흡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학회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차별화된
전문분야의 특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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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대한공공의학회 제2대 이사장
•대한공공의학회 제5대 회장
•군산요양병원

	먼저 근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무처, 현재 하시는
일 등을 말씀해 주세요.
공직을 은퇴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 할 곳이 있어 봉직의 생활을 하
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북 군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공중보건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나요?

2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임상에 별다른 흥미를 못 느끼던 차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
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알게 되어 경북 군위군보건소장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당시 시범사업은 미개발은행 차관으로 시행되었던 ‘Primary Health Project’로
공식명칭은 ‘마을 건강사업’이었습니다. 무의촌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력을 개발하고, 읍·
면에는 보건지소, 리 단위에는 보건진료소를 두는 등 기초단위에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후에 이 사업 보고를 기초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을 제
정하여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을 전국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3개 지역에서 시범사
업을 하는데, 산간지방을 대표해서 강원도 홍천, 어촌을 대표해서 전북 옥구(지금의 군산),
농촌을 대표해서는 경북 군위를 선정하였는데, 홍천엔 행정직 보건소장, 옥구엔 보건직 보
건소장, 군위엔 의무직 보건소장을 두도록 해 제가 경북 군위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3

공중보건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근무했던 기간이나 업무는 1995년을 기점으로 아주 다릅니다. 1995년까지는 시군구
보건소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이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보건소를 지도 감독하였고 전국
의 보건소 인력들을 국립보건원에서 직접 교육 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사업에 자주 참여했었으며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마을 건강사업’을 시작으로, ‘전국민의료보
험 시범사업’, ‘보건소법 개정 사업’, ‘정신보건법 제정사업’ 등에 조그만 힘을 보탰던 기억
이 있습니다.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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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공공의학회 임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일들,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일 등을 말씀
해 주세요.
지금과 비교하니 그때는 너무 한 일이 없어서 후배님들께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2000
년도 정부가 밀어붙인 의약분업이 우리 의료계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런 와
중에 대한의사회와 의무직 공무원 사이에 간격이 좁혀져 공공의학회를 의협이 받아주고,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된 것은 공공의학회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규정대로 정
해진 기간 내에 지부를 만들고, 학회지를 간행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무척 아쉽
습니다.

5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공공의학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배 회원님들의 열정과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워낙 모든 면에서 눈부
신 발전을 이룩해, 바라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의학회는 공공병원 회원과 보건
소 회원들이 소속된 체제가 다르고, 처해있는 신분이 다르고, 행하는 업무가 다른데 너무
단일화된 의견을 고수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즈음 들어 좀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정말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온갖 고생을 하는 사람은 우리 공공
의학회 회원들인데 국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다하는 줄 알고 있어 답답합니다. 어려운 상
황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시기에 후배 회원님들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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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투자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대한공공의학회 부회장

세계보건기구(WHO)는 1946년 건강(Well-being)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은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수준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Investment for Health)는 건강할
때 이를 능동적으로 지키려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노력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건강투자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투자
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투자에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보건 부문 예산은 매년 늘어
나고 있지만, 예방 부분에의 투자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의 원
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이 기금은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사
전 예방적 건강투자,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등에 쓰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 원으로 중앙부처 중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에 쓰이는
돈은 3,546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단 0.4%에 불과합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건강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사는 건강수명은 64.4세(WHO 기준으로는 73세)에 불과
합니다. 생애 마지막 18.3년은 건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셈입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
차를 줄이는 것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겨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
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고 있고, 노인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
다. 2018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인 진료비는 약 31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40.8%를 차지했습
니다. 2025년에는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건강투자
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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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취약지에 의료 인력 확보,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시
와 농촌 주민 간 건강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의사의 52.1%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농
촌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5.7%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호흡기·소화기계·근골격계 질환 등의 유병
률과 사망률도 농촌이 도시보다 높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지역별로 최대 14배까지 차
이 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도 32개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의 44.1%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촌과 도서지방 등이 공공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의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증진에 투자하고 잠재력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이 마
련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예방 및 질병관리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도입해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Health Plan 2030)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의 기본틀 확정, 수립 매뉴얼 개발, 분과별 지표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인
‘평생 건강’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의료정책 목표를 질병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전적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상 생활양식과 사회경
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 평생 건강
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리 기관의 목표입니다. 우리 원은 이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함께 국가정책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금연, 절주, 비만 예방,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이 2019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영역을 발전시
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대한공공의학회는 정부와 국회의 건강투자
확대를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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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공감·공유·공존이다
서해숙
•서울시 서북병원 진료부 부장
•대한공공의학회 법제이사

목하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화두다. 공공의대를 굳이 끄집어낸 그 내심이 의심쩍든 아니든 공공의
료에 관심이 쏠린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 2020년 8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 3.0개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전 지구적인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선봉에서 맞서고 있다. 25년 이상 시립병원에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퇴적물 속을 이리저리 헤쳐 ‘공공의료의 본질’과 닮은 기억의 파편들을 끄집어내 봄은 이런 시대적 맥락
과 닿아있지 않을까….

공공의료는 ‘환자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10년 전, 엉겁결에 아시아 수도급 대도시의 결핵 공동조사에 참여하면서, 도쿄시의 노숙 결핵
환자가 겪었던 심정을 접하게 되었다. 그 노숙인은 “결핵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
이 길에서 노숙해야 했던 첫날밤이 떠올랐다.”고 했다. 노숙도 좌절이지만, 결핵도 그에 버금가
는 절망인 등가等價의 고통이었다. 그 이후로 내가 담당했던 노숙 환자들을 다시금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도 어디선가 거리로 내몰린 첫날 밤에 잠을 청하려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녘
에 오싹한 추위와 찬 이슬을 맞았겠지⋯, 얼마나 허허虛虛했을까⋯.’
우리 사회의 노숙인 문제는 2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병리현상(Sociopathological phenomenon)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렇게 노숙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들을 정의하게 되었다. 돈 없고, 직업 없고, 가족 없고, 건강 없는 ‘상실의 극점에 서 있는 사람
들’이라고 말이다.

공공의료는 ‘환자-의사 간 크나큰 상호작용’이다
“Whose life are you affecting?(당신은 누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위독한 환자들이
생을 치열하게 이어갈 때마다 이 글을 되뇌곤 한다. 한때 내가 담당한 환자의 삶에 일방적으로 영

2부 대한공공의학회와 함께한 사람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35

자유기고
공중보건과 공공의료 그리고 대한공공의학회

공공의료는 공감·공유·공존이다

향을 준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 자만심을 일깨워준 환자는 세상적으로 정말 볼품없는
예순을 갓 넘긴 여자 환자였다. 심각한 결핵 후유증에 시달린 양쪽 폐는 폐렴과 호흡부전에 여
지없이 속수무책이었다. 6년 동안 숨이 차고 피고름이 덩어리로 나올 때마다 나를 찾아온 그
녀는 어느새 내 단골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비보를 접했다. 그 환자가 죽음을 예감한 순간
에 너무나 간절히 서북병원에 오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애써 준 것도 고마운데 자신의 마지막
을 나에게 당부하기엔 너무 염치가 없어서 서북병원 정문 앞에서 119 구급차의 방향을 돌리도
록 했다는 것이다. 그리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왔다.
죽음이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긴박함 속에서 어떻게 119의 방향을 돌릴 수 있었을까? 그렇
게까지 주치의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떠나간 사람, 숨이 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상을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시간으로 만든 사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여럿 만났다. 그들은 내
인생에 찾아온 거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그립다. 이처럼 환자가 의사를 의지하듯, 나도
환자로부터 위로받고 영향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신에게도 그런 거인이 있으십니까?⋯

공공의료는 ‘높은 건강형평성의 추구’이다
불법 체류자는 그들 고향과 다른 국경의 테두리 내에서 꿈꾸던 잡노마드와는 다른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간다. 그런 순간에 찾아온 결핵은 야속한 불청객이다. 버거운
치료비 부담과 전염병은 그들 삶을 옭아매는 굴레가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어떤 적실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30대 남자, 불법 체류자,
독거, 일용직 근로자, 빈곤, 단절된 건강 안전망, 비순응자, 다제내성 결핵 환자, 객혈로 뇌사
판정, 장기와상, 막대한 치료비용, 24시간 간병 필요, 빈곤국 현지 입장, 인권⋯, 주치의였던 기
간 내내 한 건의 처방을 낼 때도 인간의 존엄성과 치료비 사이에서 멍하니 오락가락하였다. 마
치 우주의 온갖 고민거리를 떠 앉은 것처럼 울컥한 시간이었다. 대사관과 항공사를 찾아다니
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책기조가 규제와 포용의 갈림길에서 그래도 포용을 견지함을 알
게 되었다. 그런 관점(Lens)이 내겐 많은 위로가 되었고, 끝까지 건강권을 수호하게 만들어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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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코로나19에 맞선 강한 교두보’이다
분명 페스트를 능가하는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할퀴고 있다. 지금까지 감추어왔거
나 대충했거나 몰랐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당황스럽고 화들짝 놀라는 일
이 되풀이된다. 기승을 멈추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최전선에는 시·도와 보건소와 공공병
원이 버티고 있다. ‘공익적 질병 퇴치’라는 공감대 속에서 함께 몰입하면서 심장이 살아있고, 심
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 또한 역학조사관이었고 확진자 주치의이
기도 하였다. 6개월간의 역학조사관은 새로운 공공적 가치가 주어진 경험이었다. 초반 역학조사
관의 주된 업무는 기초역학조사서의 사례분류였다. 보건소로부터 온종일 수십 통의 연락을 받다
보니 밤에도 선잠을 자기 일쑤였다. 한 달 후부터 자치구 상황실에서 확진자의 추정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밀접접촉자를 선별하여 검체채취와 자가격리를 결정했는데, 이는 수사관의 업무와 많
이 닮았다. 매번 확진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하고, 때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역학조사관들과 팀 단위로 활동했는데, 다들 탁월한
서울시 및 자치구 역학조사관분을 알게 된 건 내겐 큰 선물이었다. 또한, 2개월 간의 확진자 병동
주치의로서의 경험은 더 폭넓고 풍부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시대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
장시켜 주었다.
현대인은 때론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자신만의 삶에 갇혀 살아간다고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는 우리 옆에는 ‘너’가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 엄연한 사실을 증명하였다.
서로들 관계없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영역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
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깨닫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의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 눈에 정작 보였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관계의
연결고리, 즉 공동체를 의식하게 된 시간이다.
내가 지향하는 공공의료는 질병과 결핍의 아픔을 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상과 다시
소통하도록 함께 하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보다 나
은 환경에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자연스레 이 땅이 환한 미래를 약속하는 곳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런 기대감
이 어서 뿌리내리도록 우리가 앞으로도 팍팍한 삶에 지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위로해주는 ‘급난지붕急難之朋’
같은 진정한 벗이 되어 주어야겠다. 매번 공공성과 효율성의 논쟁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 즉 ‘공공
적’ 기여가 더 크게 빛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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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로서의 보람과 바람
우선옥
•서울시 관악구보건지소 소장
•대한공공의학회 학술이사

첫 발령지인 인천 보건소에서 맡은 업무가 이동순회진료였기 때문일까요? 이후 저의 공직 의
사 경력은 보건소에 계신 다른 선배님, 동료들에 비해 좀 더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2003년 서울
시 지방공무원의 첫 출발이 구로구보건소 진료 의사였고, 이후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 두 직책
을 다 맡게 되는 파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의무직 과장은 의약업소 지도·감독과 의약인 단
체를 관리하는 의약과에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다른 분들과 달리 두 보직을 다 맡았던 것이 나중에 신종플루, 구제역,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으로 임용되던 첫해 신종플루를 시작으로 일복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관내에서
신종플루 첫 사망자가 발생하던 날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설상가상”이
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실감했고, 1년여 기간 동안 몸은 힘들었으나 주말을 반납한 감
염병예방팀 직원들의 헌신과 보건소 타과 및 구청의 협조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업무를 부득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담당 직원의 업무 증가와 예산
집행의 제한 등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우리 부서와 센터 직원들의 적극적 소통의 계
기가 되어 전화위복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받은 포상
금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과장, 팀장, 담당 직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자는데 뜻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0년 제5기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계획 TF 팀장을 맡아 구로구 보건지표 중 서울시 평균보다 나쁘면서 점차 악화하는 지
표들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중
점과제로 선정하고 직원들과 함께 4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약과장으로 임용되었을 때, 인허가부서이자 진료, 보건증, 건강검진 관련된 민원부서의 특
성을 감안하여 ‘청렴, 친절’ 이 두 가지를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CS 교육자료를 직접 만들어
교육한 결과 부서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우수부서로 선정되고 친절평가 하위부서에
서 우수부서로 향상되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른 어느 상보다 청렴 최우수상이 가장 자랑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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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은 자율적인 법 준수를 계도하고 민원신고사항
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했으며, 의약인 단체와는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강 현
안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유일
하게 이동검진 차량을 보유하고 찾아가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유일하게 실시
하고 있는 점을 외부에 적극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2013년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연극 발표라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 의
약과가 적극적으로 화합하는 부서로 변모하는 작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 여세를 몰아 2015년 메
르스 유행 시에는 의약과가 접촉자 검체채취, 역학조사, 야간상담 등 감염병 대응업무 지원을 적
극적으로 담당했습니다.
2005년부터 대한공공의학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이인영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박유미 국장님
등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지역보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학술간사,
학술이사, 서울공공의학회 총무이사를 맡았을 때 행정직원 없이 학술대회·집담회를 준비하는 게
버겁기도 했지만 나름 재미있게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할 경험을 가질 수 있
었던 것은 아마도 저의 학회 활동 모습을 선배님들께서 기특하게(?)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016년 학술이사를 맡았던 해 춘계학술대회를 5일 앞두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때
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패혈증으로 위독하셔서 혹여라도 학술대회 준비와 참석을 못
해서 임원분들께 누가 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다행히도 며
칠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호스피스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 침대맡에서 밤을 새우며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장례 기간 중 새벽에 학회 준비를 마무리하였고,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인
쇄소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연제집 교정을 보고, 학회 당일 사회를 봤던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
클해집니다.
2016년 7월부터 3년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건지소 확충
지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
업(보건소 평가), 보건소장 정례회의 주관 등 보건소 운영 전반과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을 담당
했으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서울케어-건강돌봄, 소아청소년 당뇨병 예방관리를 추진했습니
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위의 두 가지 신규사업인데, ‘서울케어-건
강돌봄’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갖고 보건소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보건의료복지 서
비스를 제공·연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일본 동경도 커뮤니티케어 현장을 견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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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로서의 보람과 바람

고, 공직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25개 구 의사 공
무원들과 논의하고, 서울시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민간의료기관 의사의 사업 참여 통로를 마련
했다는 점과 정부가 2018년 11월에 발표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계획에 서울시의 건강돌봄 내용
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보건사업을 선도하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것에 큰 보람
을 느꼈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예방관리’는 2017년 상반기 “학교 화장실에서 인슐린 셀프
주사⋯ 방치되는 아이들”이라는 보도기사가 잇달아 나오면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
과 협의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서울시교육청, 보건교사회, 대한당뇨병학회, 한국소아당뇨인협
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설문지를 직접 개발하여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라는 말로 잘못 사용했는데 지금은 1형당뇨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 일련의 활동을 국무총리실에서 주시하고 있었고, 세계당뇨병
의 날(11월 14일)을 맞이하여 2017년 11월 13일 ‘소아당뇨 보호대책’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했
는데, 저희 팀이 추진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고, 그 날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
는 날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후속 작업으로 민간기업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대한당뇨병
학회와 협력하여 서울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달콤한 인생’이라는 당뇨병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누적 조회 260만 뷰가 넘는 기록으로 당뇨병 편견을 해소하는 기회
가 되었고, 환우회원들의 혈당관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순수환자단체
를 발굴하여 긴밀하게 협력했던 것이 특히 기뻤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악구보건지소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스마트 헬스 존, 영양관
리사업, 어린이건강체험관, 장애인 재활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재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사회 재활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원스톱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복지·주거환경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실질적
으로 돕는 부분이 타 구에 비해 특화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
례 경진대회에 출전했고, ‘원스탑재활통합서비스로 3년 만의 외출이라는 기적을 만들다’라는 주
제로 발표하여 관악구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 최우수 보건소에 선정된 것도 기뻤지만, 또 하나의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취미로 즐기던 난타를 장애인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여 장애인과 가족, 자원
봉사자, 직원이 참여하는 난타교실을 만들고 서울시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공연까지 하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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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표정 없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졌고 한결같이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으며, 비록 신
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난타교실에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WHO의 건강의 정
의에 부합되는 가장 안녕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대응업무로
보건지소의 많은 집합교육이 중단된 상태여서 또다시 고민 끝에 온라인 교육을 시도하기로 마음
먹고 연습용 드럼을 배부하고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난타교실을 시작했는데, 연말에는 ‘내 나
이가 어때서(홍진영 버전)’로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올해 대한공공의학회 학술이사와 공직의 처우개선 TF 위원장을 맡게 되어 코로나19 사태 이
후 보건소 근무 의사의 코로나19 전후 근무 여건을 조사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전국 보건소 의사 공무원 422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의사의 근무 여건에 대한 인식도 조
사’를 실시했고, 분석 및 언론 보도에 김혜경 고문님(前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과 이인영 이사
장님을 비롯한 총무·학술팀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근무 의사의 공직의로서의 만족
도는 매우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중보건 기여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업무수당 인
상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고 진료의사 3명 중 2명은 의무직 과장이나 보건소장 지
원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에 대한예방의학회와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공동주
최하는 ‘제3기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리더 과정’을 수강하던 때를 떠올리며 교육과 처우 개선
두 가지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공중보건 리더로서의 의사 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와 공중보건’ 이론 및 권역별 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
고, 공직의를 위한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17년째 변동이 없는 의료업
무수당 인상과 고용안정 등 공직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의대생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공공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공공의학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협
력하여 ‘공중보건 교육과정’ 신설 기반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한때 공무원이 된 것을 후회할 정도의 큰 고비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
던 것은, 공직의로서 예방 중심의 지역보건에 기여한다는 보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의에게 열정페이 하나만으로 공직에 자부심을 갖고 종사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느 누구
도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과거 어느 해보다 공직 의사가 장기
간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갈등을 겪고 있고, 겨울철 트윈데믹의 우려와 의대생 국시 미응시가 가
져올 의사 공급 부족이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껏 잘 견뎌왔던 것처럼 학회 선배님과 동료들
이 조금 더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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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감철민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관리 의사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
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가끔은 하게 된다. 보건소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듣는 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가끔 주위에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현재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방문진료와 이동
진료를 담당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보건사업평가대회에 참석해서 보건소에서 근무
하는 의사로서 보건사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보건사업 중 지역사회중심재
활사업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참 소중한 것이라고 느껴졌고
다른 의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부터 의사로서 보건소에
근무한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의사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하였지만 명확하게 정리
된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보건소 의사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가끔 떠올랐는데
공공의학회 서울시지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 참여했었고 보건소 의사로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
았었다. 몇 년 전 공공의학회에서 보건소 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TF팀에 속해서 공부하고 논의
하였던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것도 귀한 경
험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이고 생각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느끼고 있다. 아래에 서술한 몇 가지 생각은 공중보건에 대하여 서울시
의 한 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갖게 된 것이므로 다른 환경에 있는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보건소 근무 의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
사가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진료,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상담, 감
염병 예방과 관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방문진료, 건강검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돌
봄서비스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 처음 보건소에 근무할 때보다는 변화들이 있었고 소장님들과
의무직 과장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으나 틀 자체의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
다.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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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보건전문가로서 공중보건에 종사하는 의사의 역할을 한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제가 공감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
지만 현실적인 여건들로 인해 실행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에 의해
보건소에서 기존의 업무가 중단되었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나 역
학조사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염병의 시대는 끝이고 비감염병에 집중해야 한다는 패러
다임 전환의 시대에 살다가 현재는 대유행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인구의 증가와
인간의 주거영역의 확대, 국경을 넘어서는 대이동 등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상
태를 초래하여 또 다른 대유행의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경고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하다는 견해들을 접하고 있다. 그동안 비감염병에 치중하였던 우리의 업무들이 감염병과 비감
염병 모두 다 중시해야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 대유행이 해결된 뒤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기존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다
면 기본적인 업무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자의 노력으로 해결
하는 것도 좋으나 공적인 필수교육 과정으로 책정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해결
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소마다 근무하는 의사의 수가 다르고 또 업
무량 때문에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하여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고 싶으
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대유행으로 학
교에서 비대면 교육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런 형태의 교육방법으로 업무교육과 공공의학회 학
술대회에 참여를 위해 비대면 참여를 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셋째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의 양성에 대한 생각이다. 일반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의사들은 임기제 근무로 인하여 5년 후에는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치면서 신분의 불안정, 채용 스
트레스와 연봉하락으로 인하여 젊은 의사로 하여금 보건소 근무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연령이 높아져 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건소 의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좋은 정책이 마련되어서 젊고 의욕이 있는 의사들이 보건소에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
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할 의사의 양성에 대한 생각이다. 현재 서울
시 각 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의사는 대체로 의무사무관인 과장과 기술서기관인 보
건소장 두 사람이다. 지방자치환경이 다르므로 이 또한 전국의 보건소가 동일하지는 않다. 일반
직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한 달간의 사무관 교육과정이 있는데 의무직은 특채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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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교육과정이 없이 실무에 바로 참여한다. 물론 잘 대처하는 분들도 있으나 행정에 대한 준
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일반직과는 다른 특채임용이라 교육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
라도 과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행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도
움을 받는 것이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학회에서 좋은 멘토 선생님들을 선정하여
이런 분들을 돕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무직 과장과 보건소장을 개방형으
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 개방형 채용의 장점도 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의무직 과
장직과 소장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결과 중심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
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개방형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로는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에 있어서 공공의학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공중보건 교육과 현장학습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임상의사의 양
성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보건과 관련 있는 업무에도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업
의 단계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정의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
의 학습을 통해 보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동기를 학생 시절에 만들어 주어 졸업 후 예방
의학이나 보건대학원을 통해 깊이 있게 배우고 이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공공의
학회의 역할의 하나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공공의학회를 중심으로 의과대학학장 협의회
나 교수회를 통해 기존의 교육과정이 임상의사 양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을 공중보건에 종사할
의사의 양성에도 힘쓰도록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에 대한 가치와 개념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정부정
책과 그에 대응하는 휴학과 파업에 이른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대다수가 동의하는 개념과 가치
를 형성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인, 보건전문가, 경제전문가, 정부, 시민
들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본이 되는 가치와 개념을 공공의학
회에서 정립하고 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공공의학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고 실천 가
능한 제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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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관리 의사

의과대학 입학으로부터 26년, 의사국가고시로부터 18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종합병원 과장 역할에서 갑자기 보건소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
만, 학교 후배들을 진료하던 대학 보건소의 추억을 안고 과감히 보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진료부문이 아닌 일반행정은 의사 노릇만 한 이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다. 일단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상위 관청에서 명령을 하달받아야 하는 거대 조직의 일부로서 조직체계에 익
숙해지는 것부터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의사결
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직 내에서의 의사 결정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야 하므
로 훨씬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정하는 역할까지 겸해야
하는 것이 행정가로서의 기능이다.
또한,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므로, 각 직렬의 특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정기적 평가도 해야 하므로 직원 하나하나에 대한 파악에
도 신경 써야 한다.
이에 더해서 부서의 특성상 민원인 응대와 행정소송을 담당하거나, 병·의원 약국 등을 지도·감
독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예산·결산 등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기초자치단체의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응답도 해야 한다. 이 모든 업무가 의무사무관인 부서장
한 사람이 해내야 할 목록에 포함된다.
안타깝게도 이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는 매우 흥미롭고 배울 점도 많았으나, 나 개인으로서는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행정가’로서의 모습과 내가 실제로 수행
해야 했던 ‘현실에서의 행정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나는 그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했던
것 같다.
다시 보건소 진료 업무로 돌아온 후 코로나19 검사에 투입되면서,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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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포기했던 보건행정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보건행정
에 관심 있는 의사가 나에게 전직의 경험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그저 ‘좋은 경험’으로서 한번
체험해보기를 추천할 수 있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업무에 대해 모두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 있
는 보건소 부서장으로서의 의무사무관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전임 과장님의 일부는 소장(지방의무서기관)으로 승진하게 되고, 일부는 나처럼 자리를 떠나
게 되므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역시 임용되어 출근한 첫날부터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사전 교육이나 인수·인계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의무사무관 이외의 다른 직렬
사무관들은 승진 전부터 승진 대비 리더십 교육 등을 받게 되고, 정기 인사에서 같은 시기에 임용
되어 5주간의 단체 교육을 받는다. 또한, 업무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렬별 사무관 회합이 참으로 부러웠는데, 의무사무관들
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명만 임용되어 있으므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았다.
정기적인 교육과 회합이 가능한 문화를 구축하기에 앞서, 의무사무관의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
로 적은 현실이 가장 안타깝다. 서울시에는 그나마 사무관·서기관 자리에 의사를 임용하고 있지
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무사무관과 의무서기관의 수는 전무 하다시피 하다. 의사들이 행정
업무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겨울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행정을 하든, 진료를 하든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주민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으로서 보건소
의 현실이 보다 발전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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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보건소 의약과 과장
•대한공공의학회 학술간사

관악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그리고 양천구보건소. 지금까지 제가 근무했던
보건소들입니다. 근무 기간에 비해 비교적 많은 보건소에서 일했지만, 그 어떤 보건소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어서 퇴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 근무지였던 관악구보건소는 보
건소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곳입니다.
2009년 3월 2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저의 첫 보건소 근무일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을
맡아 하루에 100명 넘는 영유아를 예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혹시
라도 예방접종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어서 매우 걱정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인턴만 마치고 바로
들어갔으니, 청진기로 들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영유아들의 심장 소리와 호흡 소리를 듣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엄마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며 3일 동안 근무를 하니 자신이 없어져서 바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들
의 배려와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보내고 마침내 1년이 된 후, 소장님께서 1차 진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셔서 처
음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시고, 진료 관련 수업들
도 많이 들으면서 환자 보는 재미에 빠져 즐겁게 근무하던 중 따로 계획한 일이 있어서 정말 아
쉬워하며 2010년 8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보건소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3년 1월부터 서대문보건소에서 근
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신 소중한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이준영 소장님이고 다른 한 분은 정연훈 과장님입니다. 이준영 소장님은 제가 우리 대한공공의
학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고, 정연훈 과장님은 보건소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양천구보건소 의약과장 자리를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일하는 동안 분소에서 간단한 진료만 하다가 정연훈 과장님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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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존중, 감사드립니다

지소로 옮겼고, 지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계획한 일만 아니라면 계
속 서대문구에서 근무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3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
한 일이 잘되지 않아서 떠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보건소를 알아봤는데, 마포구 오상철 소장님이
잘 봐주셔서 마포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마포구에서는 저를 ‘나’급(임기제 진료주사)으
로 뽑아서, 나중에 ‘가’급(임기제 의무사무관) 자리가 생겨서 지원했을 때도 뽑아 주셨습니다. 정
말 고마운 곳이고 동료 의사 선생님들도 좋고, 거기에 이주영 과장님까지 같이 계셔서 정말 오랫
동안 근무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 의약과장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고, 제가 사는 곳
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소재 보건소가 한정되어 있었기에, 마침 양천구에 자리가 났다고 정
연훈 과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원했습니다. 임기제 의사가 아닌, 행정직 과
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가 제일 걱정이
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정말 잘해주시고, 많
은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의사가 보건소에 살짝 발을 들여놓은 순간 푹 빠지게 될 때
까지의 과정을 대략 써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가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푹 빠지게 해 주신 보건소 의사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남기며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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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학회로!
이주영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과장
•대한공공의학회 홍보이사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일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장에 지원하며 면접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난다.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을 넘어 5년 가까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소
에서 일하면서 보건소와 구청의 업무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
사업, 의·약무 관련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당직이나 행사 참여를 통해 구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
지 대민업무를 알게 되었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내 여러 상사 및 직원들과 부드럽게 소통하
고, 자치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서울시청과 구청 내 타과와의 협조와 상호 도움, 구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는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일반
적인 의사와는 다른 공직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공직 의사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한공공의학
회의 멤버가 된 것이었다. 보건소 업무에 적응해가고 있을 때 대한공공의학회라는 곳을 알게 되
었다. 당시 정보이사로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도와 정보 간사를 맡게 된 것이었는데 이를 시작으
로 대한공공의학회의 여러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보간사로서 학회 홈페이지를 1차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맡았고, 그다음 해부터 학술간사를 맡아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 등 준비
와 평점 관리 등을 담당했으며 공직 의사의 핵심역량, 보건소 의사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연구,
해외자료 번역 등도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학회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로, 학회를 통해 많은 보건
소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공공병원의 여러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
었던 것이다. 특히 서북병원 서해숙 부장님,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장님과 이혜원 과장님, 일산병
원 박선영 선생님과 일을 많이 하면서 친해졌고 학회 여러 일들을 함께 의지하며 해나갈 수 있었
다. 두 번째로, 의사와 공무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수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
지 않은데 공직 의사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과 공직 의사의 역할, 애로사항 등의 목소리를 담
아 설문 조사하고 발표하는데 참여했던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생각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한공공의학회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선배님들의 분에 넘치는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것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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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학회로!

감사하다. 학회 규모가 작다보니 일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직
의사 선생님들은 겸손하고 작은 성과에도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잘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근무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 대한공공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만큼
학회의 멤버로서 대한공공의학회가 공직 의사들의 대표 학회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학회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필자도 작
은 힘이나마 보탤 것임을 다짐하며, 대한공공의학회가 20년을 넘어 40년, 60년 이상 지속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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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떠나며
송은철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과장
•대한공공의학회 법제이사

수련과정을 마치고 첫 직장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서울시 구로구보건소였다. 예방의학을 공부
하면서, 또 그 전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지역보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의사를 구
하고 있던 구로구보건소에 지원했다. 몇 년 머물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처음 생
각과 달리 관리 의사로, 의약과장으로 한 보건소에서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좋은
선배, 동료들과 의사로서, 사회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지금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장 자리로 옮길 때까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좋은 직장이었다.
나름 긴 시간을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의 모습이 점차 변화하
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주요 사인과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료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커뮤니티 케어, 건강증진사업,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의 역
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교육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
으로만 진행되고 있을 뿐,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의료의 영역에 대한 고민의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우가 다른 영역에 비해 좋지 않아 의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모신 의사의 경우에도 수
년, 수십 년간 익숙하게 하였던 진료의 영역을 넘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 의사와 보건소 직
원들의 적극적 협업은 몇몇 보건소의 미담처럼 우수사례라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모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보건 과목을 가르칠 때, 교과서의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는
전문가로서의, 팀 리더로서의 의사의 역할을 꼭 언급하고 있다. 사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의 모습을 의사가 선도하여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도 맞
추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역사회보건 영역에서 일하기로 생각했을 때 보건소를 먼저 떠올렸던 것은 어느 곳에서 일하
게 되더라도 보건소에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작 가장 꼭 해보았
으면 했던 역할인 보건소장을 하지 못하고 일단 보건소를 떠나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지역보건의
료체계의 핵심인 보건소로 돌아가 보건소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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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회고하며…
이홍재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의사

경기도에서 보건소장으로 29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고 지금도 보건소에서 파트
타임 의사로 근무하면서 대한공공의학회의 성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본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의사 보건소장의 자리가 줄어들면서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 생겨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으나, 공식적인 단체의 성격이 결
여되어 한계가 있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공직 의사의 처우에 반영되길 바라면서 대한공공의학
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쉬운 점들도 많
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고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리 사용
되고 있는 점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학회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토론하
고 합의된 정의가 나와야 공공의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공의학회의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할 때 일부 학자나 보건소장 대표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기도 하지만, 복지부 담당부서의 의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예방의학회 등 관련된 학회들도 큰 차이는 없으
나, 적어도 지역보건과 관련된 정책은 공공의학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
한다.
공공의학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의 주축 멤버들이 공공의학회에 참여하면서 인적 네트워크 중심
의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두 단체에 모두 참
여하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공직 의사나 보건소의
관리 의사 등 참여가 미흡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며, 한 예
로,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은 이익단체의 성격으로 운영하고, 이 모임의 의견이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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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를 통하여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올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공공병원과 보건소들이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보건소와 공공의료의 역할이 각인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
간이 없고 힘들겠지만 이러한 국가 보건위기에 공공의학회가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
다. 7월 말경 하남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시기의 보건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
했었으며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대한공공의학회가 미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020년은, 대한공공의학회가 성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공직 의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모든 회장단 및 임원님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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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멈춰버린 2020년,
‘정지의 힘’으로 나는 미래를 간다
구성수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소장

나의 시간은 정지되었다. 나의 일상은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금년 1월 중국 우한발 감염 소식 후, 설 연휴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한 미국행 비행기에 남편만
태우고 나는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설 연휴 때 홀로 집에 남은 나는 2009년, 2015년의
아픔이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종플루가 유행한 2009년 나는 분당구보건소장이었다. 이때 처음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경험
하였다. 그때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때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감염병 환자
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감염병 팀장이 사표를 냈다. 보건소는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로 가득 찼다.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쓰이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었다.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2015년에 메르스가 왔다. 확진자 동선에 따라 종합병원 응급
실, 이비인후과 등 1층 외래가 폐쇄조치 되었고, 하룻밤 새 자가격리자가 400명이나 발생했다.
밤새 씨름하는 감염병 관리보다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시장의 정치적 압박과 고통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메르스 사태 진정 후 시작한 지독한 시청 감사. 나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메르스 대응 실책에
대한 감사였다. “의사인데 나가서 편히 돈이나 벌지, 왜 힘들게 소장 하세요?”라며 사표를 강요
하는 감사과장에게 하남 전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아! 나는 40대 초반부터 4급 공무원
이 되어 20년간 승진도 못 하면서 소신껏(?) 일만 하는, 시장 지시에 복종 안 하는 미운 오리 새끼
에 불과할 뿐이었다.
2015년 11월, 20년 동안 나의 열정을 불살라 일했던 성남시와 작별하고 하남시에서의 또 다른
시작. 하지만 보건소장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짓밟힌 아픔은 너무 컸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보건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였다.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맞서 싸울 용기를 내
야 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미지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려면 사전준비 만이 답이었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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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칠지 모를 위기 속에선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했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때의 ‘축적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성남과 달리 종
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서 유일하게 보건소에서만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야만 하는 하남시에서 내
가 할 수 있는 일은 효율적인 대응밖에 없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허겁지겁 보건소를 개조하고 자원봉사에 의존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
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설 연휴에 시장님께 용기를 내어 보고 드렸다.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필수업무만 남기고 감염병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그동안 민간의료기관과 충돌
을 빚던 보건소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직 정비를 위해
보건소 기능전환 회의를 했다.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나열하고 이관계획을 세웠
다. 민간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 보건증 발급업무를 이관하고 일반진료도 중단하였고, 사실상 2
월 2일에 보건소 문을 닫았다. 민원이 빗발쳤으나 보건소 인력 50여 명은 코로나19 대응에만 전
념토록 조직을 정비했다.
보건소 기능전환을 위해 보건소 내 벽체 설치 등 간단한 리모델링 후, 보건소 의사라고는 나와
관리 의사뿐이었기 때문에 의사확보를 위해 지역개원의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급히 민·관·군
협의체를 정비한 후 이틀 만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즉시 대시민 홍보 계획을 수립했다. 1월 30
일 오전 민·관·군 협의체 개최 후 위원들과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 라운딩을 했고, 오후 2시에
는 시장님 주재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장님과 함께 1시간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관 협력 핫라인 개설, 단체 카톡방 개설, 선
별진료 의뢰 전용 폰을 개설했다. 이 중 신의 한 수는 민·관 핫라인 구축이었다. 즉, 민과 관이 각각
의 소통담당관을 지정했다. 의사회 측은 수십 년간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가진 전 하남시의사회장
이었던 분을 위촉했고, 보건소 측은 30년간의 보건소장 경력을 지닌 이홍재 소장을 위촉했다.
하남시는 인력확충(시청 행정직 10명 파견)과 직원교육뿐 아니라 방역물품 및 시설확보에 재
원을 아끼지 않았다. 검체채취와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구입, 마스크·방역복 등
방역물품 확보와 드라이브스루도 가능하게끔 선별진료소의 보강 등을 위해 시 재난안전기금의
상당액을 요구하자 담당 공무원이 나를 찾아왔다. 타 시보다 10배나 많이 집행했다고, “소장님
이러시다가 나중에 감사받아요.”라며 대신 걱정을 했다. 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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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초기 재원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실무진을 설득하며 시장님
도 설득했다. “시장님, 하남은 최상의 프리미엄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 안 하
면 감사한 것이고 부득이 발생한다 해도 보험 덕에 피해가 최소화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프
리미엄 보험료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 잘 들어놓으면 발생 안 한다는 속설을 믿어보
시자고요.” 여기에는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2월 18일 대구 사태 후 시중에 방역 의료용품이 고갈되었다. 나는 초기부터 방역용품 고갈에
대비해 미리 마스크 등 물자를 확보해 놓았었다. 1순위 마스크 지급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라
며 시의원에게도 공급하지 않고, 의사회에 3회에 걸쳐 비축한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였다. 마스크
품귀 현상 시(3차 지원 시) 남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검은 비닐에 마스크를 싸서 개인차로 의사
회에 전달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은 한 몸이니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끈끈한 동료애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감염이 확산하면 동네 의원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
하고 환자도 병원이 무서워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작정 관내
내과 원장님을 찾아가 “이곳에서 호흡기 환자만 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한 후 많은 우여곡절
을 거쳐 3월 12일 보건소에 호흡기 클리닉을 오픈했다. 소문을 듣고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서
둘러보고 간지 얼마후 전국에 호흡기 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는 복지부의 발표를 듣고 깜
짝 놀랐다.
3월 17일 드디어 하남시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날 처음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조직, 인력, 예산투입 등 계속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하며 열심히 준비한 덕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자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이들에 대한 동선공개였다. 지자체마다 경쟁
하듯 민원인들의 알 권리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한(?) 동선공개로 보건소를 압박했다. 탈진 직전
까지 갈 정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도 보건소 직원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폐쇄적 동선공
개에 대한 비난뿐이었다. 하남시장님은 시민들의 폭탄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하남시의 감염병
컨트롤타워는 구성수 보건소장입니다.”라고 하시며 보건소장에게 힘을 실어주셨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자 나는 2주간 보건소 앞 모텔에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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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이때 자가격리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자가격리자의 자살소
동을 겪으면서 나의 경험을 반영해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했다.
지역 내 확진자가 생길 때마다 동선추적을 위해 CCTV를 확보하여 역학조사관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질본에 보고하고, 접촉자를 관리하고,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입국자 및 자
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주민의 민원에 대응하는 등 끝이 없는 업무에 직원들이 번아웃에 빠졌다.
나 역시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숙제를 해결할 묘안을 찾기 위해 며칠째 잠을 못 이루었고 결국, 3개월마다 직원들의 업
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모든 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었다.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은 장기
전을 준비하기에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린 결정이었다.
7월 28일 위드 코비드 시대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
소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와 최보율 교수님과 함께 만들고 있는 하남시 코로나19 백서는 시스템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이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많이 지쳤지만 내가 여기서 일함으로써 감염병 방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희망이 나의 버팀목이다. 아직도 나는 전방을 사수하며
끊임없이 배우며 나를 돌아보고 있다.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때마다 보건전문가로서의 자존심
을 지키고,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아파하고 때론 기뻐하며
이 순간을 즐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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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현황과 발전과제
박건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소장

1. 보건소의 역사
보건소 역사를 보건소법과 지역보건법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보건소법 제정 전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소는 미군정 시대인 1946년에 설치된 모범보건소로 알려져 있다(문옥
륜, 2000). 한국전쟁 후 1953년에는 국제연합의 원조로 15개의 보건소와 417개의 보건진료소가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16개 보건소, 515개 보건진료소로 늘어났다(배상수 등, 2010).

2) 1956년 보건소법 제정
1956년에 “6·25 사변을 겪는 동안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은 물론 국민보건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여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500여 보건진
료소를 이 법에 의한 보건소로 승격 정리하고, 외국 원조가 점차 감소일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제
반 경비를 자체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소법이 제정된다. 법의 주요 내
용은 아래와 같다.1)
①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방지,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보건통계, 보건사상의 보급, 기타 지방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으로 함.
② 보건소를 특별시와 시·군에 두되, 특별시의 구와 시에 있어서는 인구 20만 인에 1개소, 군에 있어서는 각 군에
1개소를 두도록 함.
③ 보건소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함.
④ 보건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하도록 함.
⑤ 보건소는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료와 검사에 소요된 실비를 징수하도록 함.
⑥ 보건소의 소요경비는 지방비의 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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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2년 보건소법 전부 개정
1962년에 “보건소의 설치, 운영, 감독을 말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그 사업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 보건소법이 전부 개정된다(시행은 1963년 1월).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2)
① 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군이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와 구를 두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 기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시·군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함.
② 보건소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 서울특별시와 시·군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할구역 내에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④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⑤ 국고와 도는 보건소와 그 지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⑥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보건소 및 그 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함.

1956년의 보건소법에 비해 1962년 개정법에는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영양개선, 식품위생, 특
수지방병의 연구, 공의 및 의약에 대한 지도 등 다수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
인 업무는 전염병 예방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었다(문옥륜, 2000; 배상수 등, 2010). 보
건소법의 제정 및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1955년에 16개에 지나지 않았던 보건소(보건진료소 제
외)가 1965년에는 189개소로, 10년 사이에 무려 1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문옥륜, 2000).


1)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15&ancYd=19561213&ancNo=00406&efYd=19561213&n
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16&ancYd=19620924&ancNo=01160&efYd=19630101&n
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3부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현황과 발전과제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61

4) 1991년 보건소법 전부 개정
경제·사회 발전, 인구구조 변화, 전염병 감소,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
및 조직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초반에 활성화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991년에 보건소
법이 전부 개정되었다.3)
①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②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③ 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조정·보완함.
④ 이 법에 위반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

개정된 보건소법에서는 기존의 산업보건, 특수지방병의 연구, 공의의 지도의 사항은 삭제되었
고,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5)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1995년에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
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②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
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등을 추가함.
③ 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④ 보건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간에 전문인
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
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⑥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그리고 같은 해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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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년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
2015년에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5)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 제4항)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현재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
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3)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19&ancYd=19910308&ancNo=04355&efYd=19910308&n
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4)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48327&ancYd=19951229&ancNo=05101&efYd=19960701&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5)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772&ancYd=20160203&ancNo=14009&efYd=20160804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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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의 시대적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56년
(보건소법 제정)

전염병 예방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보건통계

1962년
(보건소법 개정)

전염병 예방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보건통계

1991년
(보건소법 개정)

전염병 예방
보건통계
지역보건 기획 평가
영양개선, 식품위생

학교보건
구강, 정신, 노인, 장애인
모자보건, 가족계획
의약 지도

전염병
보건기획,
(정신보건)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건강증진, 영양개선
전염병 예방
모자보건, 가족계획
노인보건

공중위생, 식품위생
의료인, 의료기관, 약사 지도관리
응급의료, 정신보건
만성퇴행성질환, 장애인

전염병,
건강증진,
방문보건

2015년
(지역보건법 개정)

건강친화 지역사회 조성
지역보건 기획연구평가
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
학교, 직장 협력 체계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영양
감염병 예방
모성, 영유아, 정신건강, 만성질환, 방문보건

전염병

영양개선, 식품위생, 구강위생,
가족계획, 특수지방병 연구
공의, 의약에 대한 지도

전염병,
가족계획

지역보건 정책,
감염병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본고에서는 현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최근의 발전과정과 제한점 그리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1) 지역보건의료 정책 당국의 역할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2. 보건소 기능 수행의 발전과정과 제한점
1) 지역보건의료 정책 당국의 역할
모든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매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있고, 103개 시군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각 지역에 따른 건강도시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시행하여 시군구 단위별 주요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 혹은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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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의 건강통계를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가능
하게 되었고,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도 좀더 수월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 보건의료정책과 기획을 전담하는 팀이나 부서가 없는 보건소가 많아, 지역보건의
료계획 수립이나 지역건강통계 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건소 내부의 정책 및 기획 역량 축적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기관, 의약단체, 복지 부문, 주민자치 부문 등과 협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거치면서,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인력이 확충되었고, 대부분의 보건
소에 감염병관리 전담팀이 설치되었다. 상당수의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보
건소에 대한 감염병 관련 기술지원도 강화되었다. 또한, 감염병실무자 역량강화 교육(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FETP) 등을 통해 보건소의 감염병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대
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일부 보건소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감염병 인력 운용을 위해 ‘감염병 전문관’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기피에 따라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2020
년 감염병관리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에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게 되어있으나, 이들
인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계획이 부족하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현
재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인력의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조직 외
에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활동할 감염병 긴급대응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호흡기)감염병클리닉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하
지만 현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은 대부분 컨테이너나 텐트 등 임시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이
많고, 의사 인력의 임상적 전문성도 부족한 현실이다.

3)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소생활권(읍면동) 중심의 건
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
생활실천, 금연, 방문보건, 모자보건 등)과 정신보건사업 외에 최근 들어 전국적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상
당수 읍면동에 간호직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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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사업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기
존에 4개로 나누어 진행되었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통합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당사자 중심
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등에 대
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으나, 말초 단위인 시군구나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중앙의 여러 사업
들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에서 통합과 조정이 어렵다면, 시군구나 읍면동에
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
범사업,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사업 등)에 대한 통합과 조정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3. 보건소 기능 수행을 위한 발전과제
1) 보건행정당국으로서의 기능 강화
보건소 내부의 정책 및 기획 역량 강화와 유지를 위해 보건소 내 보건의료정책팀 설치를 의무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팀은 각종 지역 보건의료 통계 생산 및 해석,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건강도시 관련 업무, 건강보험공단 지사·의료기관·의약단체 등과 지역 보건의료 정책
협업 주도, 복지·주민자치·도시재생 등 다부문 협업 강화,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
행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석·박사급 시군구 ‘보건의료정책 전문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이러한 보건소 보건의료정책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
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능 확대
현재 주로 1개 팀(감염병관리팀)으로 되어있는 보건소의 감염병 관련 조직을 1개 과 3~4개 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방역팀, 감염병클리닉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소
에 역학조사관(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혹은 감염병전문관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고, 이들 인
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광역-기초 간 감
염병 관련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의사의 업무 수당을 인상하며, 이들 인력의 다양한 커리어 패
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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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민간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병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
건소에서 감염병클리닉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결핵관리, 예방접종 등
의 기능으로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 감염병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3)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소생활권(읍면동) 보건인프라 확대 및 일차의료
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강화
당사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건강생
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내 주민건강팀 등 각 시군구 맥락에 따라 소
생활권에서 공공보건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읍면동에 이러한 보건기관이 부족한 대도
시·중소도시에는 적극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보건지소가 있는 농어촌지역은
보건지소의 주요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질병예방-통합사례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된 소생활권 공공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일차의료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촘
촘한 사례관리망을 구성해야 한다. 통합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이러한 역할의 촉매제
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생활권 공공보건기관과 동행정복지센터 간 협업과 지역사회 내 사회
복지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돌봄, 치매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서비스 등이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4) 불필요 업무 정리
위 세 가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소에서 제공할 필요성이 부족한 업무를 정리하고 다
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진료비(암, 희귀난치질환, 치매, 난임, 모자보건 관련
질환 등) 지원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주변에 일차의료
기관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한방 및 일반진료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은 줄이고, 일
차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만성질환 관리율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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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위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보건소의 조직(안)을 구상할 수 있다. 아래는 일반적인 조직
(안)이고 각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하다.

보건소장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정책과1)

감염관리센터2,3)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팀

•건강증진팀

•의약팀

•모자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안심센터

•보건행정팀

•방문보건팀
•만성질환관리팀

감염병클리닉4)

감염병대응팀6)

감염병관리팀

•의사(1)5)

•감염병 감시, 위기

•결핵 환자 관리(2~2.5)

•간호사(2)

소통, 역학조사

•에이즈 성매개(0.5~1)

•방사선과(겸직)

의료감염 관리(3)

•예방접종 관리(2)

•임상병리사(겸직)

•방역, 매개체 조사(3)

•행정 지원(1)

•방사선실(2)
•임상병리실(3)

✽ 붉은 색 : 특히 강화될 필요가 있는 조직

1) 주요 과 이름과 팀 구성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또한, 위생 관련 업무, 체육 관련 업무가 보건소
별도 과 업무로 들어올 수도 있음
2) 센터장은 시군구의 역학조사관 역할 수행. 중앙 및 권역 질병관리청과 인력 교류도 고려
3) (

)의 제안된 인력 수는 인구 20만 명 기준, 시군구 사정에 따라 추가 및 축소 가능

4) 약 100~200㎡ 규모, 독립된 동선과 환기. 대기실, 진료실(2개), 방사선 촬영실, 검체 채취실, 보호구 탈의실 등
으로 구성
5) 평상시에는 의사 1, 간호사 2로 운영하다가(예방접종 및 결핵진료 업무 수행),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보건소 내
타 부서 의사와 간호사 추가 배치하여 호흡기감염병클리닉으로 운영.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보건소 내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 업무를 보면서 감염병클리닉 업무를 동시에 수행
6) 감염병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면, 접촉자 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의 업무를 1~2시간 교육 후 별도의 조직과
인력에 부여: 1단계는 보건소 내 건강증진 담당자에 부여, 2단계는 시청의 행정직에게 부여, 3단계는 보건의료
계열 학생 혹은 은퇴한 보건의료인 등 임시 인력에게 부여

168

보건소 현황과 발전과제

참고문헌
문옥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역사적 전개과정, 대한공공의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연제집, 2000.
배상수 등, 보건소 기능 개편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10.
이상영, 천재영,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수진 등, 보건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활용 및 확충방안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부록 | 현황 표 (출처: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표 1. 최근 보건기관 수
연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012

254

1,315

1,895

0

2014

254

1,339

1,904

0

2016

252

1,336

1,904

28

2018

254

1,338

1,904

57

표 2-1 최근 보건소 인력 현황
연도

총인원

소장
(의사)

소장
(의사 외)

2012

12,839

108

140

64

266

2014

12,900

101

152

70

2016

13,428

103

149

2018

15,220

99

155

의무직

계약직의사 공중보건의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546

3,183

1,850

1,026

266

525

3,439

1,354

1,052

64

270

408

3,921

1,385

1,064

68

257

410

4,965

1,438

1,159

표 2-2. 최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현황
연도

총인원

의무직

2012

7,102

33

2014

6,839

2016
2018

계약직 의사

공중보건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직

25

1,315

2,639

944

381

18

38

1,368

2,702

1,042

101

6,899

12

40

1,315

2,806

917

127

6,988

10

44

1,303

2,890

8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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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원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산부인과 의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1. 지방의료원의 역사
1) 도립의원 - 일제강점기
1902년 일본의 일부 의사들은 동인회同仁會를 결성했다. 1906년 이 단체는 안동과 평양에 병원
을 개설하고, 1907년에 대구와 용산 등에 동인의원과 부속의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09년 자혜
의원으로 개편되었다.1)
1910년 말에는 전국에 13개의 자혜의원을 두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방분권 정책으로
1925년 자혜병원의 운영은 조선총독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도립의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1927년 초반까지 의관醫官, 의원醫員이라 불리는 의사가 각각 73명
과 114명에서 1936년에는 각각 144명과 208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이들은 도립의원에
서 임상 경험을 쌓은 후 과장이나 원장을 하거나 개인 병원을 차리기도 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해
의학 연구에 매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도립의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수는 1911
년에 186,956명이었으나, 1930년에는 134,57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본인이고, 진료비가 우리나라 사람이 지불하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였기 때문이
었다.2)

1) 후쿠나카 하지메 지음, 신영전·최선우·이준석·다나카 신이치 옮김, 일본병원사, 한울아카데미, 1992, 291.
2)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웅진지식하우스,
2009, 1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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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립府立의원과 면립面立의원 - 일제강점기
도립의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부립의원과 면립의원이 있었다. 1929년
현재 부립의원으로는 경성순화원, 부산의원, 인천의원, 원산의원, 목포의원 등이 있었다. 경기도
이천의원, 경남 통영의원 등은 면립의원이었다. 현재의 부산의료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의료
원의 변천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부산의료원의 시발점인 재생의원은 1877년 개원하고, 1885
년 부산공립병원으로 바뀐 뒤, 1905년에는 부산거류민단 설립병원으로, 1910년에는 부산부립병
원, 1947년에는 부산시립병원, 1982년 지방공사 직할시 부산의료원으로, 1995년 지방공사 부산
광역시 의료원으로, 2006년에는 부산의료원으로 개칭되었다. 부산 부립병원 만큼 이전을 많이
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우리나라 의료원의 성장과정에 변화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좌측 대구자혜병원(1910년), 우측 상단 목포부립병원(1929년), 우측 하단 경기도립 수원병원(1930년경),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자료 인용.

3) GHO의 의료개혁과 한국 전쟁 후 1960년대까지의 의료원
1945년 8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일본은 점령군 총사령부 GHQ가 점령 통치하였다. GHQ는
General Headquarter’s의 약자이다. GHQ에서 사회보장을 담당한 사람은 공중위생복지국 국장
크로처드 샘스 준장이었다. 샘스는 일본 본토, 오키나와, 한국의 의료와 보건 및 복지 정책을 담
당하였고, 한국 담당은 존슨이라는 대령이 담당하여,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
하였다. 이후 샘스는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 방안인 ‘완델 보고’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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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 등에서 정책에 반영되어 국고보조금을 공적 의료 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 1945년 9월 24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10월 27일에 위생국을 보건후생국으로 개편한 후, 보건후생부로 격상하였다. 1945년 7월 25일
보건부가 사회부에서 독립되었고, 1952년 09월 25일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에는 콜레라 환자를 치료하던 대구부립병원이 피난민을 치료하는 시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
방의료원의 3차 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의료원은 1956년 착공하고 2년 5개월의 건축 기간을 거
쳐 1958년 9월에 국립의료원 건물이 준공되었다. 국립의료원이 개원되자 도립병원 등에서 환자
를 의뢰하면 무료진료 혜택을 주었으며, 많은 수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좌측 한국전쟁 중의 부산 부립병원, 우측 상단 대구 부립병원, 우측 하단 한국전쟁 직후의 전남의대 부속병원 본관,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자료 인용

4) 1970년대 이후의 의료원의 변화
1978년에는 전국에 43개의 시·도립 병원이 있었으며. 4,471 병상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공
병상의 비중은 1960년 63.7%, 1970년 43.3%, 1980년 31.5%, 1990년 19.7%, 2000년 15.5%,
2010년 10.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시·도립병원은 1971년 지방공기업법 제정 이후에 지
방공기업으로 운영되었다. 1980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1년 시·도립
병원운영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바꾸는 ‘공공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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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1982년에 시·도립병원은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명칭과 운영형태가 변경되었다. 이때 지
방의료원의 노동자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공기업 직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방
의료원의 매각 및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를 구조조정과 간호사 직급제 전환, 직제개편, 인원 감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임금 조
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1997년 마산의료원을 경상대병원에 위탁하였고, 1998년에 군산
의료원을 원광대병원에, 이천의료원을 고려대병원에 위탁운영하였다. 1999년에는 춘천의료원
을 강원대로 매각하였고, 2001년에는 제주의료원을 제주대로 매각하였다. 2000년에는 춘천의료
원을 국립대병원으로 전환하였고, 2001년 제주의료원을 제주대병원으로 전환하였다. 2005년에
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결과 지방의료원의 관리 권한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고, 특수법인 형태의 독
립채산제로 지방의료원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
책을 수립하여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경상남도 소재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그 이후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 후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2018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3)
표 1. 지방의료원의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876

관립 제생병원 (부산의료원)

1910

자혜병원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거 10개 개원)

1925

병원 경영권이 시·도로 이양되며 시·도립병원 체제로 전환

1978

43개의 시·도·군립병원

1980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가능

1982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운영형태를 변경

1990

군산·마산·이천의료원 민간위탁, 춘천·제주의료원 매각

200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

진주의료원 폐원

2013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2016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2018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3) 김동근·김태운·이진우,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와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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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료원의 현황
1)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사업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 환경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가 적어 서비스 공급의
양이 적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과 계층별
의료 접근의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 등에 지속 가능한 의료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
하여 2012년에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기능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이때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의
대상은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및 건강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적정공급이 안 되는 분야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도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의료기관은 분만취약지 산
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권역별 전문 질환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의 지정을 통해 공
공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의료 기관을 포함한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과 건강증진에 관련
된 모든 활동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을 확대한 것은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을 확대해
석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연계 취약계층 무료진료사업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지역사회 의료지원사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위기청소년, 여성가정폭력피해자 무료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지원사업

만성질환관리 및 지역사회 보건교육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및 필수 분만시설 운영

결핵관리사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 건강관리사업

국가 재난지역 공공의료지원사업

노숙자, 행려환자 무료진료사업

보건소 연계 금연사업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및 감염병 관리사업

국가 재해·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그림 1. 지방의료원 주요 공공의료사업

출처: 의료원연합회 홈페이지 자료 인용, 2020

지방의료원은 주요 공공의료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 취약계층 무료진료사업,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 지역사회 의료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 전원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보건교육사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 건강관리사
업, 국가 재난지역 공공의료지원사업, 국가 재해·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등을 시행해 왔다.

4)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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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료원의 현황
(1) 시설, 병상, 장비 등
2019년 현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설된 31개의 지방자치단체
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있다. 지방의료원은 대도시 4개소, 중소도시 26개소, 군 5개소 총 35개
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목포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4개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설립하였다.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30개가 종합병원이고, 5개가 병
원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병원은 2개이다. 인턴 수련과정만 운영하는
병원은 19개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곳은 5개, 1989년~1998년에 건축된 곳은 2개, 1999년
~2008년에 건축된 곳은 6개, 2009년~2013년에 건축된 곳은 16개, 그 이후에 건축된 곳은 6개
이다. 지방의료원 중에 병상 규모가 300개 이상인 곳은 8개, 200~299개인 곳은 18개, 200개 미
만은 9개이다. 정신병상은 11개소의 지방의료원에서 운영 중이며, 평균 정신병상 규모는 88.5 병
상이다.5) 장례식장은 모든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개소 당 설치된 첨단의료장비는
MRI 1.03대, CT 1.13대, 유방촬영기 1.23대, DR 2.8대이다.

속초

의정부
포천
서울
성남

파주
백령도 분원

인천

영월

수원
이천
안성
서산

천안
홍성 공주

군산

강릉

원주

충주
안동

청주

울진

김천

진안
대구
남원
마산

목포

삼척

포항
부산

순천
강진

제주
서귀포
종합병원: 30개소 / 병원: 5개소(천안·순천·강진·울진·제주)

그림 2. 지방의료원의 분포

지역

지점수

서울특별시

1

부산광역시

1

대구광역시

1

인천광역시

1

경기도

1

강원도

7

충청북도

5

충청남도

2

전라남도

4

전라북도

3

전라남도

3

경상북도

4

경상남도

1

제주특별자치도

2

출처: 의료원연합회 홈페이지 자료 인용, 2020.

5)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2019.
3부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현황과 발전과제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75

(2) 지방의료원의 운영 평가
지방의료원의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
역에서 평가된다. 양질의 의료 제공은 병원 인증 항목과 유사하고, 합리적 운영은 경영성과를 평
가한다. 책임운영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의 개방과 그룹
사이의 권한 공유, 계획의 수립과 관리를 통한 운영의 방향성 확립,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고
용의 기회 보장과 작업환경안전과 정보공개가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평가
부문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등 체계를 갖추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보건의료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표 2. 지방의료원의 운영 평가 내용
구분

서비스

운영

의료 기관으로서

공공 기관으로서

양질의 진료, 의료전달체계상 급성기 2차 진료,
민간병원을 선도할 양질의 서비스

의료 안전망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응급의료, 재활요양, 예방 등)

합리적 경영 활동으로 효율적 운영

지역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운영
투명 운영 및 청렴도 강화

3. 최근(1980년 이후)의 지방의료원 관련 정책과 실천 노력
1) 1981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시·도립병원 운영 방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1981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도립병원의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공
공의료 전반의 개선점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차관, 내무부 차관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 5인 이내로 공공의료중앙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
게 하였다. 이 심의회는 부처 간의 의견조절, 공공의료시설의 투자계획 수립, 의료인력 수급대책
수립 및 의학계 교육기관의 신설과 정원 조정, 공공의료시설의 운영감독과 사업평가를 할 수 있
게 하였다.6)

6) 김혜경, 지역보건 60년의 발자취,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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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8년 IMF 이후 지방의료원 구조조정 노력 - 이천의료원 사례
1980년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가능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
경영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1981년 시·도립병원운영개선 기획단을 만들었다. 그 이후 1982년
시·도립병원은 지방공사의료원으로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6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이천의료원은 워낙 운영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을 먼저 위탁해보고, 나머지 수원, 안성, 금촌의료원 등은 계속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해 보려고 하였다. 1998년 IMF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의료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퇴직금 누진제 변경, 간호 직급제 전환 직제개편, 인원 감
축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즉, 1997년 마산의료원이 경상대에, 1998년 군산의료원은 원광대
에, 이천의료원은 고려대병원에 위탁 운영되게 되었다. 경기도 의회는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1997년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지
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 제31조 제1항에 “제10조 규정에 의해 임명된 원장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로 개정하게 된다.
그리고 위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와 인사, 예
산, 회계, 조직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1997년 10월에 고려대학교의 총장, 의무부총장, 행정부총장, 기획 실장과 경기도 기획관리실
장이 만나서 이천의료원 위탁을 상의하였다. 고려대가 위탁결정 이전에 이천의료원 실사를 시행
하였고, 장비 교체 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고려대 병원에 좋은 의료진을 많이 보
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조건으로 이천의료원 의료장비가 상당히 노
후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약 24억 3천만 원의 의료장비 보강사업비를 요청하였다. 경기도는 당
초 11억2천만 원의 장비보강사업비가 있었으나 이에 더해 부족 부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2
년 11월 고려대병원에서 먼저 위탁 해지 요청을 하여 경기도는 2013년 03월 말에 위탁을 마감하
였다. 고려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위해 파견되었던 원장 대신 이천의료원의 진료부장이 원장대
행을 맡아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되었다. 위탁 운영 기간 중인 1999년 11월에 의약품 실거래가가
실시 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0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2004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운영되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 조직 개편 등의 권한이
제한된 위탁 운영은 성공하기 어렵다.

3)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중 지역거점병원 육성정책
2005년 7월 ‘지방의료원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다. 이때 수립된 계획에는 지방의료원의 장기 발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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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역할을 부여하고,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었다. 건물이 노후 되거나, 외부 경관이 열악하고, 편의 시설의 부족
등 불편한 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 진단 및 검사 장비 등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부족
한 우수의료진의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교 병원과 인력교류 방안도 포함되었다. 공공의료기관 간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실태를 해마다 평가하고,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제
시되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재활센터, 장기요양병동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방안과 병원별로 공
공의료 사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4) 2010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
이 계획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적 보
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진료비 지불 방식을 포괄수가제로 변경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신축을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응급 의료와 전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
하고, 저소득층 무료간병서비스 등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과 시행방식을 변경하였다. 의료취약지 의료원을 지원하고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직접 지원하
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병원 경영 실적이 나쁜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국고 지원에서 제외하고, 운
영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제도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5) 2013년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와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원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정보를 공시하
고,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였다. 지역 내 부족한 미충족의료 서비스와 필수
의료 분야는 강화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은 축소하기로 하였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
하고, 신포괄수가제를 통하여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였
다. 매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병원 의료인력의 지방의료
원 파견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전자차트(EMR) 도입 등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 비용을 계측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효율
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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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포괄수가 인상
2016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 지원을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
존 15%에서 35%로 인상되었다. 신포괄수가제는 2012년 7월부터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지방의료원의 원가절감 압박이 커지고, 복합 만성 질환을 앓는 노
인 장기입원환자가 많아 공공병원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경영난의 원인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지방의료원에 119억 원의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청주, 서산, 서귀포, 원주, 삼
척의료원이 흑자를 달성하였다.7) 2015년 177억원 적자, 2016년 129억원 흑자, 2017년 52억원
흑자, 2018년 142억원 흑자, 2019년 156억원 흑자를 보여, 2016년 시행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신
포괄수가 인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지방의료원의 경영 현황, 2020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단위: 억 원)

구분(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의료원

177

129

52

142

156

7) 2016년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 조사 등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
을 위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이 마련되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은 민간 중
심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3대 영역의 기본 계획으로 5
개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5개의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전략은 ①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② 필수분야에 보건의료 서
비스 적정공급, ③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④ 공공보건의료 지원 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공, 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였다. 14가지 세부과제는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
화, ②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③감염과 재난 및 응급 등 의료서비스 강화, ④ 수익성
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⑤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⑥ 저소
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⑦ 취약 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⑧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부담 완화, ⑨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⑩ 공익적 기능 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⑪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⑫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 결과 환류 강화, ⑬ 공공
의료 기관 경영체계 개선, ⑭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방안이었다.8)
7) 박진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35%로 확대, 라프로시안, 2015. 4. 15.
8) 고창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현황과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2016년 Vol. 14 No.4,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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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 국민에게 보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및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9)
먼저 필수의료 공급을 위하여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역량 있는 종합 병원급 공공병원 등 또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공병원의 기반 및 역량이 낮은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 보
강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권역 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안에 ‘(가칭) 공공의료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파견되는 의료진을 전임교원 또는 기금교수로 채용하는 등 안정적
인 근무환경과 교육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농
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
산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응급, 외상 및 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하고, 산모 및 어린이와 장
애인 등의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
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
을 실시하고,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총괄
책임지고 2년 이상 계약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인 기
능 보강을 위한 병원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며, 필수의료 중심 기능을 특성화하고 평가
및 컨설팅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9)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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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료원의 발전방향
1) 지방의료원의 발전과제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적’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이 모성 및 분만 등 산모 치료, 장애인 및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의 적절한 재
활 치료,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및 의료의 질 보장, 감염 및 환자 안전을 포함하는 필수 중증의료
를 담당하도록 하여 중진료권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
였다. 또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보건과 의료 및 복지의 통합적 연계 등을 모두 포괄하
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진료권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부족한 의료진 파견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외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이 계획의
원활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 등도 계획되었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려면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비 증가 등이 발생하기 쉬운 현재의 제도 보다는 별도의 총액 개념 예산을 가지고 매년 예측 가
능한 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료원의 책임자인 시·도 지사가 총액 예산제를 도
입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향후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시
지역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향후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10)
(1) 공공재활의료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과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
되는 필수의료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 정의하였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삶의 질과 직결되고
우선적으로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보건의료도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10) 정기현 외 11인 지음,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공공보건의료의 미래, 국립중앙의료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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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의거한 장애인주치
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1~3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중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건강관
리를 받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주치의와 병원의 역할은 장애인-의사 간 등록을 통한 지속적이
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통한 질환과 장애관련 체계적인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의뢰 및 연계, 협진 등을 통한 의료이
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이다.

보건
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책, 관리, 예산

국립재활원 기능 확대 → 중앙센터로 지정·운영

행정지원, 교육지원

장애인 건강 사업 개발
통계 구축
교육과정 개발
건강정보 제공 등

통계정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기관

의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 총 19개소)

광역시·도

정책, 관리, 예산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행정지원, 교육지원, 서비스지원

장애인주치의
관리, 교육 지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서
비
스
제
공

장애인

서비스 제공

통계정보
등록

시군구

보건소 (CBR, 254개소)
정책, 관리, 예산

주치의 지원, 건강관리사업 연계
필요도 평가, 서비스 제공

그림 3.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2) 정신건강을 위한 역할
1995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후 2017년 현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18개소이고, 2019년 지
방의료원 23개에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었다. 2018년 공공의료발전위원회는 정신건강을 7대
공공의료 영역의 하나로 정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필수 공공의료의 하나로 선도적인 표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사업단,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등의 사업과 연구기능에서 정신건강 영역을 확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정신건강연구소,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국공립기관과 연대하여 국민정신건
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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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케어
2018년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밀착형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있다. 2020년 8월 경기도의료
원 산하 6개 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에 있는 2
차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
는 등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계획되었다.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
관이 함께 필수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양질의 적정진
료를 유도하고, 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질환 특성에 맞
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수립 및 질병관리교육을 실시하게 계획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이용이 가능한 병·의원 또는 보건소를 연계하고, 퇴원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과 공공병원은 의료급여와 같은 취약계층 환자의 입원에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환자들이 퇴원 후 가정
과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만일 병원에서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 대책을 만들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안)>

지역책임
의료기관
교육, 기술지원
진료협력, 환자연계

퇴원환자 관리
의료복지연계

지역책임
의료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중추

교육, 기술지원
진료협력, 환자연계

퇴원환자 관리
의료복지연계

보건소,
병·의원
[시군구]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소,
병·의원
[시군구]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소,
병·의원
[시군구]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

[중진료권 단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Hub

지역책임
의료기관
교육, 기술지원
진료협력, 환자연계

건강생활 지원센터

그림 4.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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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모와 영·유아 건강
대한민국은 2005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1.08을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24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2019년 합계 출산율이 0.92로 낮아졌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신
과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사업 등 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환경은 산모의 고령화, 다태임신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2년 31.6 세에서 2014년 32.0세로 높아졌으며,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2012년 18.7%에서 2014년 21.6%로 증가하였다. 산모의 출산
연령이 증가하면 산모의 사망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의 연령별 모성
사망비는 40세 이상의 산모는 25세 미만의 산모보다 8배 높았다.
<산모·신생아 지원체계>
기능

의료기관

권역 모자의료센터
Level Ⅲ

고위험 분만관리
고위험 신생아 치료

상급종합병원
(고위험 NICU, MFICU)

지역 모자의료센터
Level Ⅱ

일반 및 중위험 분만
중위험 신생아 치료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중위험 NICU, MFICU)

출산 연계지원센터
Level Ⅰ

주기적 산전관리 및 분만
일반 신생아의 분만
적정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보건소 등

중앙모자
의료센터
모자의료
연계체계 구축
(기술지원,
정보연계)

그림 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분만취약지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만 환자를 위한 분만안전망 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는 고위
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MFICU)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는 모성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사망률과 이환율 감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의 분만과 치료 및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동 센터는 합병증이 수반된 고위험 분만 및 산모 치료 등의 주산기와 관련
된 고도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권역 내 거점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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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일반 산모 연계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연계지원 사업 모식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협력산부인과

권역모자의료센터
고위험 산모 발굴
선별 검사 시행
(HWANGS)

정보시스템
기반 자가관리

24시간 응급출산
시스템 구축

고위험 신생아
집중 관리

고위험 산모
자가 관리 기능

고위험 임산부
자가관리 앱

24시간 응급상담
24시간 전용병상 확보

출산 후 합병증
및 신생아 검 사

고위험 산모

태아 심음
측정기

임신등록

자동
혈압계

안전한 출산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대여

혈당측정기

보건소 | 보건의료원
임신 확인 단계

협력 산부인과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일반산모

출산 전 단계

출산 단계

출산 후 단계

그림 6.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분만취약지 환자가 고위험분만 환자라서 더 좋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 고위
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권역 분만안전망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권역 내
임산부의 전달체계가 강화되어 중증고위험임산부와 합병증임산부를 신속하게 고위험·산모신생
아 통합치료센터로 이송한다면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
합치료센터 및 취약지 산부인과 등이 분만안전망을 위한 시설에 환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제
도는 사람의 신경에 해당한다. 산후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지혈과 활력 징후 유지만으로
도 의료진은 여력이 없다. 다행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 주변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
청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중환자실에 남아 있는 병실이 없어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급한 산모를 어떤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할지 효과적으로 찾는 것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진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만일 고위험 산모에 대한 정보가 권역 내 산부인과 사이에서 공
유될 수 있으면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고위험 산모를 찾아내
고, 이에 대한 진료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어디로 이송하여야 할지, 어떤
치료를 준비하여야 할지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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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 안을 마련했
다. 모성과 분만 및 어린이 의료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선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협력
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중증질환 접근성 향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는 모자의료센터를 통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지원체계 강화방안으로 고위
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 치료센터, 분만 산부인과 등을 ‘권역-지역 모자의료센
터-출산연계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지원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산부 등록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임신과 출산시스템
구축, 분만 산부인과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5) 지역의료 책임자로서의 지방의료원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계층별 및 지역별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
는 방향으로 공공의료체계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 진료권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접근성에 근거하여 시·도별로 중진료권을
정하고 중 진료권에 500병상 전후의 급성기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확충하여 응급, 심
뇌혈관질환과 모자의료 등 자체 충족적인 필수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회복기 재활 또
는 유지기 진료기능을 지역책임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의료원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아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되고, 일차 의료기관과 연계된 급성기 병원과 재활 병원 및 요양 병원 등을 포괄하는 병원과 연계
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설
과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6) 공공보건의료 의료인력의 양성
2017년 현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전체 의사 수
의 11% 정도이다. 농어촌지역의 무의면을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에 904명의 공의를 배치하였
다. 1972년에는 농어촌지역의 보건기관에 전공의 파견제도가 실시되었고, 1979년에는 공중보건
의사 144명을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그 이후 2008년에는 1,963명이 배정되어 가장 많은 인원이
배출되었으나 여의사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배치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1977년에는 공중
보건장학의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까지 의사 768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지원자
감소로 1997년 제도가 중단되었다.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재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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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18년 현재
54명의 의사가 파견되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평가 등에 반영하여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도 설립하여, 차별화된 학생선발과 교육 및 수련과 의무복무 후 지역
정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
료교육훈련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보건 및 의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
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 수급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여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산출하고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
한 DB를 구축하고, 등록된 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를 지원하여 공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7)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료원의 공중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을 포함
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도 건강국 신설을 통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며, 시·도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설치를 통한 정책 지원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현재 17개 시·도
중 4개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되었고,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되어있
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과 요양에 이르는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단이 잘 기능하여 의료자원 배분 및 효과 평가 등으로 자원
관리의 적합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시·도의 건강 문제에 사용할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등 보건의료 예산이 투입되는 기금의 일정 비율을 시·
도로 배분하여 지방의료원 등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시·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에도 활동이 규정되
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주민 참여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업과 정책
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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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포용적 의료이용이 가능한 기
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역별 특화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
이는 것도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병원장의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하고, 윤리경영으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분
석과 관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의료원 운영을
혁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공중보건위기국면에서 지방의료원은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였다. 오랫동
안 시설과 장비 보강을 해왔고,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중보건의료
위기국면을 더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이 500병상 정도의 입원 치료 능력을 갖추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 각 과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있어서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치료도 가능하게 되어 진료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방의료원이 시·도립병원으로 운영되던 1970년까지는 의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
이었다. 그런데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으로 민영화
하는 결정이 있었고, 병원장의 재량과 형편에 따라 시장 가격을 기초로 의사 급여를 결정하게 되
었고, 대부분의 지방공사 의료원 근무 의사들은 ‘계약직’ 근무 형태로 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는 진료 실적과 수입이 의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에 더 높
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시·도립병원을 지방공사로 전환했던 정책은 이 시기에는 일정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대부분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이 제도는 과
거에 의사의 급여를 민간병원 수준으로 맞추려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는 의사들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어려워 이직이 많았다. 자격이 되는 의사들을 일정한 검증 기간
을 거쳐 정규직으로 계약하여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병원에 정
규직 의사제도를 만들고, 이들에게 정년 보장 이외에도 적절한 연수 기회 부여와 부가적인 연금
혜택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11)

11) 박형근·홍준표가 눈감은 진주의료원 문제의 핵심, ‘계약직 의사’, 프레시안. 2013. 7. 16.

188

지방의료원 현황과 발전과제

이번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긍정적인 역할이 확인되었으므로 병상
을 포함한 병원 규모 확대와 의사 인력 채용 방법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지방의료원이 의사들의 평생직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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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의 현황과 발전과제
홍윤철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원장

1. 공공의료란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1942년 공적 재정에 의한 의료 서비스라는 의미로 영국의사회 보고서에
서 처음 발견된다. 20세기 초까지 질병보험의 목적은 몸이 아파 임금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임금 대신으로 받는 수당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근로자 가족 또한 이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여지고, 모든 시민은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의견
이 정리되면서 의료를 기본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WHO 및 영
어권에서는 공공의료를 Publicly Funded Health(or Medical) Care로 표현하여 공적재정으로 공
급되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다수의 문건들로 인해 공공의료의 정의는 공공재정으로 제공되는 의료를 의미하는 것으
로 굳어져 갔다. 한편 공공의료 제공의 주체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은 국
가가 운영하는 전국민 단일보험에 의하여 재정이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민간
이나 공공병원 누가 제공하느냐로 정할 수가 없고 그 역할과 기능에 의하여 공공의료가 해석되
고 있다.
한국 공공의료는 2000년 1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동년 7월에 시행되었고,
2012년 2월에 전면 개정된 이후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공공보건의료법의 개정으로 공
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향 하에 개념과 범위가 재정립되었
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제1조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
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
동을 말한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발전은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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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시기별 발전 내용
시기
Phase 1

Phase 2

Phase 3

주제

내용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기

한국전쟁 이후 파괴된 의료 시설 및 의료 인력 감소와

(1950~70년대)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조직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정체기

민간의료분야의 발전과 달리 공공보건의료분야는 정부의

(1980~90년대)

구체적 계획 및 전략의 부재로 크게 위축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2000년 공공보건의료법 제정,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노력기(2000년대)

종합대책’ 수립으로 지방의료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기반으로 수립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Phase 4

공공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대책은 한계가 존재. 공공의료의 개념을 소유에서 기능중심으로

변화기(2012~현재)

개편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호)”을
2012년 2월에 공포하여 2013년 2월부터 시행

출처: 오영호, 2013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가 주도의 단일의료보험에 의한 공적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 병원과 보건소
확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
각한 수준이며 공공의료서비스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여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공공의료의 목적은 모든 이가 똑같은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로서의 공정
이 아니라, 모든 이가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정성의 영역에서 다
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의 접근성과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별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공적 영역의 병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2. 국립대학병원의 역사 및 현황
우리나라의 국립대병원은 총 10곳으로,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한국의 국립대병원의 전신은 대
부분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만들어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각 시·도별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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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립대학교병원별 연혁
병원명

모병원 설립연도

설립연도

법인전환연도

경북대학교병원

1907년 (동인의원)

1952년 4월

1993년 3월

부산대학교병원

1876년 (제생의원)

1956년 11월

1994년 5월

충남대학교병원

1928년 (도립의원)

1972년 7월

1995년 8월

서울대학교병원

1885년 (광혜원)

1946년 8월

1978년 7월

경상대학교병원

신설

1987년 2월

1995년 10월

충북대학교병원

신설

1991년 7월

1995년 8월

전남대학교병원

1910년 (자혜의원)

1952년 4월

1993년 3월

전북대학교병원

1908년 (자혜의원)

1975년 2월

1994년 7월

강원대학교병원

1910년 (자혜의원)

2000년 5월

2000년 5월

제주대학교병원

1910년 (자혜의원)

2001년 11월

2001년 11월

국립대병원의 병상과 의료장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병상 현황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정신과 폐쇄

상급

일반

성인

소아

신생아

상급

일반

격리
병실

강원대

39

522

31

8

20

0

15

3

0

4

11

32

15

경북대

44

735

88

0

13

0

24

8

2

2

24

34

15

경상대

36

755

46

0

25

1

23

4

2

7

14

42

16

부산대

65

943

107

0

20

1

18

28

12

12

26

46

21

119 1,412

90

24

43

3

39

11

22

3

44

48

16

구분

서울대

무균
치료실

분만
실

수술
실

응급
실

물리
치료실

전남대

33

850

97

8

45

0

30

7

0

8

23

37

7

전북대

17

998

65

10

25

0

0

8

12

3

21

48

32

제주대

31

522

33

3

16

0

26

29

0

5

12

30

13

충남대

68 1,100

55

0

34

0

26

14

19

5

26

40

63

충북대

42

62

0

25

1

26

36

4

2

15

49

22

61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9월 조회

192

국립대학병원의 현황과 발전과제

표 4. 의료장비 현황

구분

혈액
투석을
유방 Gamma
위한
촬영장치 Knife
인공
신장기

CT

강원대

4

1

경북대

6

1

경상대

5

2

부산대

10

3

서울대

12

4

전남대

4

1

전북대

6

3

제주대

4

2

충남대

6

2

충북대

5

2

골밀도
검사기

MRI

양전자
촬영
장치
(PET)

Cyber
Knife

체외
충격
파쇄
석기

초음파
영상
진단기

콘빔
CT

52

2

2

1

1

44

50

2

3

2

1

69

39

3

3

1

1

40

1

50

4

6

4

1

49

1

86

3

10

3

1

172

67

2

3

1

2

69

40

4

5

2

1

64

54

2

2

1

1

40

2

1

51

3

5

1

1

77

1

1

52

1

3

1

1

50

1

1

1

1

2

2

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9월 조회

1978년 서울대학교설치법 시행령으로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설립되었으며, 1991년 국
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정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설립되었다.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제
1조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립대병원은 공통적으로 교
육과 연구,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의 주요기능은 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③ 의학계
관련 연구, ④ 임상연구, ⑤ 진료사업, 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사업, ⑦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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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1항에서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표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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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필수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과 노인·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고,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아
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
료 등을 제공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표 7.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내용 및 성격
구분

A병원

B병원

C병원

사업내용

사업성격

기능(4개 중심)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지역적 접근성 제고

의료진 적정진료 관리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사업

질관리

-

근거중심 공중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교육

-

지역사회 건강리더 양성사업

교육

-

보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제한적)필수의료 확충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예방접종 의료인력 지원

취약계층 지원,
예방의료사업

농촌 의료지원

취약계층 지원

군인 의료지원

건강증진사업

교육공동체 안전망 구축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강화

거버넌스 강화

-

직원역량강화 심포지엄

교육

-

전담조직 구축

거버넌스 강화

-

지역아동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지원

건강불평등 완화사업

취약계층 지원

(제한적)필수의료
확충·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환자 의료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노인 배뇨장애 관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교육

-

청소년 보건 교육

교육

-

상설 건강교실운영

건강증진사업

-

(제한적)필수의료
확충·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3부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현황과 발전과제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195

구분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

196

사업내용

사업성격

기능(4개 중심)

만성질환자 퇴원 후 돌보미 사업

건강증진사업

-

의료안전망 네트워크 사업

의료안전망

지역접근성 제고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지역 알코올문제 실무자 양성

취약계층 지원

주거불안정 계층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지원

외상전문센터 운영

의료안전망

-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예방관리사업

예방의료사업

-

무료진료사업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 병원학교

건강증진사업, 교육

-

시민건강강좌

교육

-

의료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지원사업 모델개발

취약계층 지원, 연구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특수학교 방문 무료검진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병원(보육원 무료검진)

취약계층 지원

교정기관 원격진료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수행 인적자원 역량강화사업

교육

-

교육훈련센터

교육

-

저개발국 해외의료봉사

취약계층 지원

저개발국 해외환자 초청 무료 수술

취약계층 지원

저개발국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저개발국 의료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의료안전망

지역접근성 제고

당뇨합병증 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

진료캠프 운영

건강증진사업

-

알레르기 예방관리사업

예방의료 사업

-

해외의료봉사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조정 및 지원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기관, 의료취약계층 협력기관사업 조정 및 지원

지역사회 연계

의료소외계층 아동 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거버넌스 조성사업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 무료검진 및 건강강좌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접근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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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사업내용

사업성격

기능(4개 중심)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국내외 의료봉사

취약계층 지원

만성질환자 집단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내·외부)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병원학교 지원 사업

건강증진사업, 교육

-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대상 사업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역사회 연계

지역접근성 제고

행정조정 사업

거버넌스 강화

-

공익적 사업수행부서 연계체계 구축

거버넌스 강화,
지역사회 연계

-

아동건강 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
예방의료사업

기타 공공보건의료 사업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간병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 지원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연구

연구

-

공공보건의료 조정지원 사업

거버넌스 강화,
지역사회 연계

지역접근성 제고

권역 보건의료관련 교육훈련 지원사업

교육, 훈련

-

다문화가족 질병예방 홍보사업

취약계층 지원

농촌 무료 의료봉사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외국인근로자 진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의과대학 농촌의료봉사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출처: 이상영 외(2015)

현재 10곳의 국립대 병원은 <표 7>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취
약계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병원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공익적 성격의 국민보건사업은 주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한국의 의
료는 국가보험 제도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제공되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주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또한 매년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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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일시적·수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대병원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국립대병원이 공적재정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과 함께 취약계층 사
업을 위주로 한 보여주기식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
과 관련 전문가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적절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의료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제공하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국립대병원
의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로 발전해나가야 할 때가 되
었다.
이번 코로나19를 포함하여 그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립대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이 공중보
건위기 상황에서 감염자 수용·격리·치료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공중보건위기를 극복하
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가
3월에 문을 열어 서울대병원 인재원이 진료를 시작했고, 중등도·중증·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 상
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에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입원 치료를 시
행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 격리 치료 시설로, <표 8>과 같이 지방
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민간병원 등을 중심으로 참여하여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붕괴 현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표 8.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시설명

소재지

가천대길병원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충북 충주

강원대병원

LG디스플레이 구미 기숙사

경북 구미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 기숙사

대구

경북대병원

중앙교육연수원

대구

경산시보건소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고려대의료원

농협교육원

경북 경주

부천순천향대병원

우정공무원연수원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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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시설명

소재지

삼성의료원

삼성인력개발원

경북 영덕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 문경

서울성모병원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

경북 칠곡

서울아산병원

경주 현대자동차 연수원

경북 경주

서울한양대병원

삼성생명 전주연수소

전북 김제

신촌세브란스병원

보은 사회복무연수원

충북 보은

인천한림병원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충북 제천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충북 제천

평택박애병원

대구은행연수원

경북 칠곡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운영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체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지정·운영하는 감염병관리시설로, 2006년부터 지금까
지 총 29개소 535병상(음압 198, 일반 337)을 운영하고 있다.
표 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현황
※ 전국 29개 병원에 535병상(음압 198, 일반 337)을 구축·운영 중임
음압
연번

시도

병원명

일반격리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국립중앙의료원

4

5*3

1

2*4
3*1
6*5

서울대병원

7

-

-

5*2

3

서울의료원

10

-

-

-

4

중앙대병원

4

-

-

-

5

한일병원

3

-

-

-

6

국군수도병원

8

-

-

-

명지병원

7

2*2

1

5*3
4*1

분당서울대병원

9

-

-

-

1
2

7
8

서울

경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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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연번

시도

9
10

인천

11
12
13

강원

병원명

일반격리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인천시의료원

7

-

-

-

인하대병원

4

-

-

-

가천대병원

5

-

-

-

강릉의료원

1

2*2

-

5*4

강원대병원

3

-

-

-

14

대전

충남대병원

8

-

-

-

15

충북

충북대병원

3

3*2

-

5*5

16

충남

단국대병원

7

-

3

3*5

전북대병원

4

4*1

6

5*1

원광대병원

3

-

-

-

전남대병원

7

-

-

2*2
4*4

조선대병원

5

-

-

-

17
18
19

전북

광주

20
21

전남

국립목포병원

2

4*2

-

4*10

22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2

-

7*4
5*1

대구의료원

1

2*2

-

2*2
3*6

경북대병원

5

-

-

-

23

대구

24
25

울산

울산대병원

5

-

2

2*3
6*2

26

경남

경상대병원

1

2*3

-

4*3
5*3

부산대병원

5

-

-

4*4
5*1

부산시의료원

5

-

-

-

제주대병원

7

2*1

-

2*4

141

20(57)

13

80(324)

27

부산

28
29

제주

실 총계
161(193)
출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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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입원 치료
및 관리를 맡는다. 국립대병원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중심적인 의료기관으로,
이번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국립대학병원의 문제점
국립대병원이 의대부속병원에서 특수병원으로 바뀐 이후로는 진료사업을 통한 수익성 창출이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립대병원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딜레마
에 빠지게 되었다. 최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논문 주제를 살펴보면, 수익성이나 운영에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이다.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국민의 건강을 지
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료 및 교육,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
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병원 운영을 위한 경영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다. 각 병원마다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하여, 결국 국립대병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기능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부로부터 병원 신축·증축,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
았으며, 복지부로부터 권역 전문질환센터, 지역암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진료시설과 장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왔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은 소속된 인력과 예산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검
진사업이나 예방에 관련한 지원교육과 같은 단발성-저예산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
<표 7>의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
으로 높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검진사업은 일시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
지만, 일정 기간에 국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료 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경영상의 문제 앞에 국립대학병원은 제한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만을 운
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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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충분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지역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에 대한 접근은 전국 각지에 있는 의사들의 적절한 수와 적절한 분배를 필요로 하는데, 수
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인력의 배치와 함께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작동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치료가능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시도에서는 치료가능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4.6명, 충북이 58.5명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시군구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 강남구가 29.6명인데 비하여, 경북 영양군이 107.8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 최신 자료로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수를 시도별로 분류하면,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3.0명, 서울시는 4.4명, 부산과 대구는 3.4명이었고, 세종시가 1.5명, 경상북도 2.1명
순이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 수준 격
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송체계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별 건강 격차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10만 명당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률이 서울은 28.3명인데 반해 경남은 45.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평
균 시간 또한 서울은 3.1분인데 반해 전남은 42.4분이다. 신생아의 사망률 역시 서울이 천 명당
1.1명이라면 대구는 4.4명으로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 -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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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종합병원 수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근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으
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 응급환자는 원거리에 있는 종합병원 혹은 국립대병
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제 때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중간에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 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인력, 시설,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
지 못하여 충분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역할 강화 및 기능재정립’
연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
점은 첫째, 공공보건의료 담당부처와 국립대학교병원 간 업무연계 미흡, 둘째, 공공보건의료기
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무 규정 미흡, 셋째,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취약성, 넷째,
권역거점으로서의 수직적·수평적 업무 및 서비스 연계 미흡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공공
보건의료 담당 부처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역할 수행 의무 규정 강화, 보건의료사업 확충, 수직
적·수평적 업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었다.
현재 국립대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5년 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국립대병원의 발전과제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차별되어 공공보건의료영역의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을 수행하는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요구받는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70여 개 지역별(3~5
개 시군구)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
정하여,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할 것을 계
획했다. 이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공공의료기
관이 인구 백만 명당 가장 많고, 일반 의원, 병원, 요양기관 수를 보았을 때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
에 속했고, 강원도는 인식적으로도 의료 취약지로 꼽히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4위
로 높은 편이나, 많은 수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3부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현황과 발전과제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203

이는 단순 보건소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치료 및 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 단발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및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시도별 종합병원(300병
상 이상)에 9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강원도가 41.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차
의료 서비스에 60분 내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 또한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산부인과
30.9%, 소아청소년과 18.9%, 외과 14.7%, 정형외과 10.3% - 국립중앙의료원, 2019). 공공의료
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치료 및 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
기관의 수와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윤태호(2006)는 첫째, 10개
국립대학교병원 간의 인적 교류와 인력 활용을 통해 공공의료의 연계와 효율성을 추구, 둘째, 광
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공공의료 정책기획력을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 셋
째, 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마련, 넷째, 공공의료의 합목적성, 형평성, 효율
성에 부합되는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위상 확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 의료
기관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주로 수행해왔다. 병원에 접근이 어려
운 지역에 사는 주민 혹은 의료 취약계층에게 당장의 시급한 지원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속
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 지역 간 건강 격차는 더욱 차이가 날 것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해 사망하는 사례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특히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전략적 협력·지원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내 민간 병·의원들과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 후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
략이 중요하다. 국립대병원이 의료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진 및 의뢰와 회송
의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면 지역사회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
상되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립대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책임의료기관
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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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코로나19가 발병한 올해 2020년, 국립대학병원협의회는 4월 3일 교육부에서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국립대학병원협회가 되었다. 참여한 대학병원은 서울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
북대·경상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 총 10개 대학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의료
상황에서 국립대병원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 치료 및 격리 방안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제시
하여 운영하는 한편 중증환자들을 입원치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국립대병원협회는 향후 국립대병원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내부 감염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시설과 치료재료 및 방호장비 등의 공동 공급 시스템
을 갖추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공의
수련기간 중 공공의료 및 재난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안 중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보다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함께 국립대
병원이 1·2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할 수 있도록 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도 모색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또한 점차 커져갈
것이다. 특히나 시도별 공공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공의료사업에 있어서 국립대병원
이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발전, 더 나아가 의료체계의 발전을 이루
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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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국공립병원
현황과 발전과제
김대연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 부장

1. 공공병원의 분류
공공병원은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과 중앙정부가 운영 감독을 하는 병원으로 분
류된다(표 1).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병원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
센터, 건강보험공단 소속 일산병원,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6개의 적십자병원이다.
표 1. 공공병원의 분류
서울의료원(본원·강남분원)·어린이병원·서북병원·은평병원·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북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축령정신병원·고양정신병원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의료원(본원·백령분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인상병원·의정부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
포천병원)

강원도

원주의료원·강원의료원·속초의료원·영월의료원·삼척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공주의료원·홍성의료원·서산의료원

산하 공공병원
전라북도

전라남도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진안군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목포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경상북도

진안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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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산하 공공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교육부

서울대병원(치대병원·분당병원)·부산대병원(치대병원·양산병원)·
경북대병원(치대병원·칠곡병원)·전남대병원(치대병원·화순병원)·
전북대병원(치대병원)·경상대병원(창원병원)
대구병원·대전병원·동해병원·순천병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인천병원·정선병원·창원병원·
태백병원·경기요양병원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산하 공공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일산병원
서울적십자병원·인천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경인의료재활센타병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공단

한전병원
중앙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

2. 중앙정부 산하 국립병원 현황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립병원은 11개가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립교통재활병원, 경찰청 소
속 경찰병원 및 보건복지부 산하 9개의 국립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은
정신병원 5개소, 결핵병원 2개소, 한센병원 1개소, 재활병원 1개소이다(표 2).
2006년부터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거나 또는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운
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소속 8개 국립병원이 지정되어 운
영되고 있다. 사실상 국립병원은 경찰청 소속 경찰병원과 국토교통부 소속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포함하여 11개 병원이지만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병원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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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공주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국립결핵병원

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국립한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

경찰청

경찰병원

3.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병원 현황
1) 국립중앙의료원
6·25 전쟁 중 우리나라에 의료를 지원했던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국
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운크라), 한국 정부가 힘을 모아 설치한 공공병원이다. 1958년 11
월 28일 개원했으며 10년 후인 1968년 10월 1일 정부에서 운영권을 인수했다.
1959년 7월 6일 국립의료원 부설 간호학교가 신설돼 1979년 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됐지만
2007년 2월 폐지됐다. 1991년 5월 30일 한방진료부가 만들어졌다. 2000년 2월 국립장기이식관
리센터가 개소됐고, 7월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2001년 2월 김포공항분원이 개원했지만
약 2년 뒤인 2003년 6월 문을 닫았다.
2009년 3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4
월 1일 공포되면서 2010년 4월 2일부터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했다.
2011년 3월에는 6·25 이후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지원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미술관 ‘갤러
리 스칸디아’를 개관했다. 미술관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가족과 선천성 안면기형 어린이, 미혼모
등 우리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진료과목은 양한방중풍협진센터, 호흡기센터, 감염병센터, 다문화가정센터 등의 전문센터가
있으며 건강증진센터와 해외여행클리닉도 운영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최고위정책과정, 응급의
료최고위정책과정, 공공간호최고지도자과정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건
강강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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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2만7573㎡, 건평 4만7220㎡, 지하 1층 지상 8층에 56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부 33
개 과, 한방진료부 3개 과 그리고 치과진료부가 있다.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의료 분야에서 담당하기 힘든 국가적 감염병(사스, 신
종플루 등), 치매 등의 노인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장기이식, 다문화가정 의료, 해외 의료원조
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중심기관이 될 것을 선포하였다.

2) 국립암센터
2000년 3월 22일 개원한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암 연구·진료·교육 전문
기관이다.
연건평 4,400평, 지상 7층의 규모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암 연구사업, 환자 중심의 11개 진
료센터를 갖춘 병원으로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암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암 교육훈련 사업을 주
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구사업은 100명에 이르는 박사급 연구진이 최첨단 연구 장
비와 국내 최고 수준의 실험동물실 등을 연구기반으로 하여 이행성 연구에 역점을 두고 암치료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사업으로 시작된 금연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3) 일산병원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의료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설립된 보건복지
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설된 병원이다. 21세기 의료환경은 의료욕구 증가, 노인 인구 증
가,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병원운영모델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고,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경기서북부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3
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지하 5층~지상 13층, 병상 수 745병상 규모로 개원하였다(현 817
병상).
▪ 일산병원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0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개원
2006년 7월 의학연구소 개소
2009년 4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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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 … 2주기 인증(2015년 2월)
2013년 2월 암치료센터 개소
2013년 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2016년 5월 장기이식센터 설치
2016년 6월 로봇수술기(Da Vinci-Xi) 도입
2017년 3월 동관 증축동 준공
2017년 6월 암센터 확대 개소
2019년 2월 3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

▪ 일산병원의 운영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연세대학교와 인력 및 기술 협력으로 안정적인 고급 의사인력 확보 가능
② 국내 최초의 4인 병실을 기준 병실로 채택하여 가정과 같은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 환자
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초기 치료 효과 도모
③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비영리 시설의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④ 내원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1,354대) 확보
⑤ 인근 공원을 환자들의 산책로로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제공
⑥ 최신 설계에 의한 건물 구조(중정 및 아트리움 설치)로 내부 어디서나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
⑦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친절서비스 제공과 합리적인 의료비 산정으로 환자중심병원 구현

4.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현황
1) 국립정신건강센터
1961년 8월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으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경

로 국립정신병원 직제 공포에 의해 1962년 8
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중곡동
30-1)에서 360병상으로 처음 개원하였다.
1981년 7월 정신간호조무사 양성소가 부설되
었다. 1982년 12월 30일까지 국내 유일의 국립
정신병원으로 존속했으나, 정부의 정신질환 관
리 대책의 하나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
도·경상북도 및 충청남도·충청북도에 각각 하
나의 국립정신병원이 증설됨으로써 명칭을 국
립서울정신병원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정신병
3부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현황과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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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6년 3월에는 소아자폐증 진료소를 신설하였다. 2002년 5월 국립서
울정신병원에서 국립서울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1월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3월 명칭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하였다. 2018년 4월 국가트라우
마센터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원 이후 병원의 규모 확장과 그 맥을 같이 하여 2000년 현재 일반정신과, 노인정신과, 정신
위생과, 정신재활치료과, 소아정신과, 청소년정신과, 내과, 방사선과, 검사과, 치과, 임상심리과,
의료사회사업과, 약제과, 간호과 등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서의 진료부
문은 소아청소년병동, 기분장애병동, 중독병동, 조현병동, 노인·개방병동의 5개 병동이 있고 179
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병실은 1인실과 4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평균 250명을 진료하는 외
래진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신과 임상진료과는 전문, 세분화를 거듭하여 현재 6개 과를 설치한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수 전문의료 인력 확보하에, 환자별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전문진료를 받게 되며, 사법
적 의뢰에 의한 연평균 25건의 정신감정 업무도 병행되고 있다. 개원 초부터 전담과를 두어 주관
해온 재활치료 부문은 최근 더욱 발전적 전환을 기하여 개방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부문에서는 개원 시부터 오랜 역사를 갖는 정신과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2019년까지 236명의
전문의를 양성, 배출하였다. 조사연구 부문은 일반 임상 및 소아, 청소년 노인부문, 알코올 및 약
물의존, 임상진료, 관리, 정책부문 등에 걸쳐 10편의 조사연구가 수행돼왔다.

2) 국립공주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에 위치한 국립병원
으로 1958년 결핵환자의 구호와 요양을 위하
여 국립공주요양소로 설립되었다. 1960년에
국립공주병원, 1968년 11월에 국립공주결핵병
원으로 변경하여 결핵 환자를 주로 진료해 오
다가 1998년에는 국립공주정신병원으로 명칭
을 바꾸었으며, 2002년 5월에 국립공주병원으
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대전·충청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
점병원이며, 정신장애인의 진료와 정신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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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신의학 영역의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정신질
환 및 재활치료 특성화 병원으로서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소아정신과를 비롯
한 11개 과의 조직으로 편성되었고, 의사·간호사 등 14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건물은 지
하 1층과 지상 3층 및 7개 병동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다. 연간 10만여 명의 입원환자와 5천여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래 공공의료서비
스의 확대와 기업형 기관으로서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뇌과학에 기반한 특성화 사
업, 협약체결과 체계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사업추진, 획기적인 병동환경 개선,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한 홍보 등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
평가에서 2010~11년도 2년 연속 최우수, 2012년에는 우수의료기관으로 성정되었다. 이후 지속
적인 노력으로 2014년과 2018년에는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안전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인증
을 획득하였다. 지역정신건강증진, 공공정신건강,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서
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사업과가 2016년 3월 신설되었고,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음
건강센터를 2017년 2월부터 개소 운영 중이다.

3) 국립나주병원
정신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 전경

1956년 전라남도 도립 정신질환자 수용소로
발족하였다. 1957년에 전라남도 도립 뇌병원
으로 승격되었고, 1982년 전라남도 도립 정신
병원으로 개칭하였다. 1982년 전국적으로 시
행된 시·도립병원 운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
하여 일반병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정신병
원·결핵병원은 질병에 대한 특수성과 국가차
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립병
원으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어 1982년 12월 30
일 국립나주정신병원으로 승격하였다. 1987년
병원 현대화를 추진, 350병상 규모의 병동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총 6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
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2002년 5월 국립나주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립나주병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
신질환의 조기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3부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현황과 발전과제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213

를 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1996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
부의 정신질환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병원의 조직은 서무과와 의료부로 되어 있으며, 의료부는 일반정신과·소아정신과·노인정신
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치과의 직접 치료과와 약제과·간호과·의료사회사업과 및 임상병리실·
뇌파검사실·심전도검사실·임상심리검사실을 두고 있다.
1998년 말에는 의사 14명, 수련의사 13명, 약사 4명, 간호사 70명, 간호조무사 66명 및 기타
의료요원 등 의료부 167명, 서무과 53명 등 전체 218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주요 업무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업무(600병상), 정신의학 영역의 임상연구조사, 정신보건에
대한 계몽활동, 정신과 의료요원(전공의·간호학생·의과대학생·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
및 실습 등이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생활훈련·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환자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내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4) 국립춘천병원
1988년 6월 강원지역 정신병원 건립 사업계

국립춘천병원 전경

획이 확정되고 1992년 3월에 완공, 개원하였
다. 2002년 5월에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국립
춘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노인병동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 병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진료, 국민정신
보건·정신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및 정신건
강전문요원의 교육·훈련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조직은 정신건강과·노인정신과·소아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치과·약제과·간호과 등
의료부와 서무과, 정신건강사업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행동치료·가족교육·정신재활, 직업재
활·능력강화프로그램, 단기직업재활 훈련 등 전문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치료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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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유지를 돕기
위해 홍천군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 국립부곡병원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국립정신병

국립부곡병원 전경

원으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
문치료와 재활훈련 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를 위하여 1987년 12월 설립되었고
1988년 5월 20일 450병상 규모로 개원하였다.
1988년 1월 29일 직제 공포를 통해 122명의
정원이 승인되었다. 병원 규모는 정신병원 450
병상, 마약류중독진료소 200병상이고, 1997년
12월 마약류중독진료소, 1999년 7월 알코올병
동을 열었다. 2003년 노인병동과 재활병동을
열고 2007년에는 국립약물중독연구소를 열었다. 입원과 외래환자를 합해 2019년 현재 직원 183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약물중독진료
소, 임상시험을 하는 약물중독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한 해 총 3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 입원 환
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내과와 치과가 함께 있다. 검사과에서는 임상심리, 뇌파검사, 방사선검
사와 임상검사를 한다.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활프로그램
에는 교육, 치료, 여가와 오락, 활동, 공동체, 직업재활, 원외행사 및 공연을 위한 것 등이 있다.
2015년 6월 15일 법무부에 의해 법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15일 부곡법무병원
을 개설함으로써 법무부 소속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소자 중 정신
질환 특히 마약 관련 재소자를 주로 치료하게 되었다.

6)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7조에 의거해 결핵환자의 구호, 요양 등 결핵 의학 및 진료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국립 특수의료기관이다.
1941년 조선총독부 직영 군인요양소로 설립되었던 병원을 광복 후 1946년 6월 1일 국립마산
결핵요양소로 전환하였다. 그 뒤 1949년 10월 15일 국립중앙요양소, 1959년 마산결핵요양소,
1960년 국립마산병원, 1970년 2월에 대통령령 제4575호에 의하여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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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었다.

국립마산병원 전경

1985년 300병상 규모의 난치성 결핵환자 병
동을 증축하였고, 1991년 외래진료소와 1992
년 집중치료실, 1997년 호흡클리닉을 개설하
여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9
년부터 병원 홈페이지에 결핵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2002년 5월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국립
마산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임상연구소를 개설하였다. 기후·공기·
물·산림대 등 요양에 필수적인 자연환경 조건
을 갖추고, 약 16만 평 부지에 8개 병동 512병상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현대화 과정에서 병상
은 축소되었다. 2017년 5월 병원 현대화 사업을 완료, 354병상 규모의 시설로 음압격리병동 및
BL3(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최신 진단시설을 갖추었다.
연간 13만 명의 입원환자와 6,000여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과거 1990년대에는 100여 건
의 폐수술을 하였으며, 난치성결핵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연간 10여 편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
회 및 학술지에 발표했다. 병원의 운영은 전액 국고로 운영되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의료
보장(의료보호) 환자에게만 무료로 운영되다가 2018년부터 모든 환자(외국인, 불법체류자 포함)
에게 병원비 전액을 무료로 전환하였다.

7) 국립목포병원
1962년 4월 28일 목포시, 한·노협회, 카나
다 유니테리안봉사회 공동으로 목포 아동결핵
병원으로 설립·개원되었다. 1965년 목포 결핵
관리소를 병설·운영하게 되었으며, 1970년 목
포 아동결핵병원 운영권이 목표시에서 보건복
지부로 이관되었고, 1973년 목포 결핵관리소
운영권도 목포시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병원 및
관리소시설을 병합, 목포시 결핵병원으로 개
칭, 운영되었다. 1983년 1월 1일 국립목포결핵
병원으로, 2002년 국립목포병원으로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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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다.
당초 대성동 201번지의 병원규모는 3만8800여㎡의 부지에 70개 병상과 6개과 조직으로 아동
결핵환자 중심의 진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86년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목포결핵
병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6만6116㎡의 부지에 360개 병상과 6개과
(지하 1층, 지상 6층) 조직으로 착공하게 되었으며, 1990년 준공되어 90명의 직원이 연 10만여
명의 입원 및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격리해 치료한다. 국립목포병원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격리병상을 가진 병원으로 2008년부터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상 50개가 마련돼 있다.
최근 결핵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적극적인 결핵퇴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병원의 의료수준 향
상과 무의촌낙도 및 불우시설에 대한 무료결핵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의 결핵전문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8) 국립재활원
특수학교 교사로 일하던 이문형李文炯은 사

국립재활원 전경

회에서 소외된 정신지체아들을 보호하고 교육
할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48년 9월 서
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중앙각심학원中央覺心學
院을

설립하였고 이듬해 1월에 정신지체아 21

명을 수용하였다. 1949년 5월 대통령령으로
「중앙각심학원 직제」가 공포되어 국립으로 전
환하여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다.
6·25 남침 당시에는 거제도·부산 등으로 이전
하였다가 1956년에 서울로 환도하여 영등포
구 구로동에 정착하였다. 1960년 8월 명칭이 국립각심학원으로 바뀌었으며, 1967년 현재의 위
치로 이전하였다. 1985년 국립재활원으로 개편되어 1986년 10월 개원하였다. 1994년 국립재활
병원을 설립하였다. 2008년 11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2010년 12월 300병
동으로 증축하여 신관 병동이 생겼고, 2017년 WHO 재활 분야 협력 센터로 지정되었다.
국립재활원은 정신지체아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 대한 치료·상담·홍보·사회재활을 담당하
는 기관이다. 재활 전문진료, 재활 관리사업 지원, 교육 등을 실시해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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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시설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의 미션과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미션 |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② 주요 기능 | 재활병원, 재활연구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센터기능(운전, 장애예
방, 재활요원 교육, 국제협력)
국립재활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재활병원 개원 당시 국내 재활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의 상황
1994년 국립재활병원 개원 전에는 국내 재활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여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들이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한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했다. 따라서 새로 개원한 국립재활병
원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재활입원 수요를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립재활병원의 성공적인 모델은 전국의 권역재활병원, 재활전문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대
구 산재의료원 재활병원의 설립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국립재활병원은 각 재활병원 설립 시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② 국립재활원의 역할 -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국립재활병원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나라의 민간 혹은 대학병원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장
애인에게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재활서비스)를
국립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보험수가로 가능한지 가능성
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운동치료(스포츠 체험, 근력운동 등 물리치료 영역과는 다른 부분), 성재활
클리닉, 운전 재활 클리닉(운전 교육), 사회복귀 서비스(휠체어 타고 사회로 나가기, 가옥구조 개
선, 직장 또는 학업복귀 프로그램), 방광 종합검진(척수장애인 평생 검강관리를 위한 2박 3일 입
원 평가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요약하면, ‘장애인들
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민간이 못하는)의 시행 및 모델 개발 후 대학병원 및 민간병원에 보급하
는 역할이다.’
③ 국가중앙재활기관의 역할
‘장애인건강권법’제정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국가의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을 중앙에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민간의 권역재활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총괄 조정한다. 또한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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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중앙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약하면, 장애인보건의료에 있어서 국
가기관으로 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재활연구소 기능
장애인의 건강통계, 임상재활, 재활로봇 및 보조기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재활연구
소 내부연구사업 예산은 61억원이며 외부연구지원사업 예산은 87억원이다. 요약하면, 국내 장애
인을 위한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가 없었는데,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⑤ 교육 및 국제협력
교육사업으로는 장애발생예방교육, 장애체험교육, 장애인운전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국제협
력사업으로는 WHO 협력사업, 아시아 지역 재활인력 초청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요약
하면, 대국민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육, 장애인을 위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재활전문가 양성도 돕고 있다.

9) 국립소록도병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번지에 있

국립소록도병원 본관 전경

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으로 한센병(나
병)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보호하는 국내 유일
의 국립 의료기관이며, 한센병 환자의 진료와
한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한센병의 조기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6년 ‘소록도
자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한 특수병원이
다. 설립 당시부터 각지에서 유입된 한센병 환
자 100여 명을 정원으로 하여 강제수용하기 시
작하였다. 그 뒤 소록도갱생원, 국립나병원 등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양읍 녹동항으로부터 해상 약 600m 거리에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소록대교가
완공되어 육지와의 교통이 원활해졌다. 면적은 약 138만 평이다. 처음에는 강제격리수용을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자진 입·퇴원이 가능하고 한센병 환자 진료·보호는 물론, 치료 후 사
회복귀를 위한 자활능력배양과 한센병에 대한 조사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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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89명의 환자로 시작하여 1947년 가장 환자 수가 많을 때는 6,254명이 입원하여 치료
를 받았으며 1964년 4,000명대로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오다가 1986년 1,984명으로
1,000명대로 감소하여, 1997년 985명으로 줄고, 2018년부터 498명으로 500명 이하 환자들로
줄어들어, 2020년 현재 475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다. 양성 환자로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
거나 음성 환자일지라도 치료 및 생활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자, 부랑자들을 입원대상으
로 하고 있다. 한편, 일정 기간 치료 후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없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는 퇴원
하도록 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 기간 중 전액 국가 예산으로 치료는 물론 의식주, 일용품 등 일체를 지원하며, 아울러 소
규모의 자영 축산이나 채소재배 등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허용하여 퇴원 후 사회복
귀 시 자립기금 등으로 활용케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런 자영 축산, 채소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직은 원장 밑에 서무과, 복지과, 의료부 및 과거 간호조무사양성소를 두고 있었다. 이 시설은
2002년 5월 13일까지 운영되다가 없어졌다. 2020년 현재 직원 정원은 221명이며, 환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는 의료부 소속의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안·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
며, 진료 지원부서로 약제과, 간호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보장구제작실 등을 두
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업무실적 등을 종합 분석·평가하는 연보를 발행하여 관련 기관, 단체, 학계 등에 배포하
고 있다. 이 밖에 환자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병원 본관 주위에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
으며, 1996년 개원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소록도 8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소록도 80년』을 발
간하였다. 2016년 『소록도 100년사』를 발간하였다.
한센병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과거 가난과 질병의 고난 속에 살아온 역사를 뒤돌아
보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6년에 한센병 생활자료관을 개관하여 그 간 환자
들이 투병생활 중 사용했던 생활도구, 한센병과 관련 있는 도구, 자료, 사진, 책자 등을 수집·전시
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을 개관하여 운
영 중이다.
매월 『소록도』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환자들의 정서함양과 투병 생활을 위로, 격려
하고 한편으로는 대국민 홍보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korea.
insights.co.kr/sorokdo)를 개설하여 한센병과 소록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자 유치 등 환자 진료와 병원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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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건복지부 산하 국공립병원 현황표
국립정신
건강센터

국립
의료원

국립
재활원

국립
암센터

국립
소록도
병원

1962.2.

1958.
10. 2

1949.
5. 6

2000.
3. 22

1916.
2. 24

1941.
3.

1962.
4. 28.

1992.
3. 17.

1956.
7. 1.

1987.
12. 31.

1951.
9. 29.

기능

정신

종합

재활

암

한센

결핵

결핵

정신

정신

정신

결핵→
정신

병상 수
(2019)

236

613

231

605

700

354

204

320

450

650

370

인력총원
(2019)

331

1439

345

1980

221

119

98

117

183

183

130

88/106

3/4

6/7

1/5

4/8

11/13

5/12

8/12

구분

설립연도

의사
(현원/정원)

29/48 109/130 17/23

국립
국립
국립
국립
국립
국립
마산병원 목포병원 춘천병원 나주병원 부곡병원 공주병원

의사
충원율(%)

60.4

83.8

73.9

83.0

75

85.7

20.0

50.0

84.6

41.7

66.7

간호사
정원

105

980

98

724

51

58

41

39

66

63

43

5. 보건복지부 산하 국공립병원의 문제점
국립의료원은 1958년 10월 2일 UNKRA,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및 한국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1968년 10월 한국 정부로 운영권이 이전되었다. 국립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
모든 과목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2010년 4월 국립의료원이 보건복
지부 소속의료기관에서 별도 특수법인이 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소속의 종합병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진료를 기피 하던 정신질환, 결핵, 한센병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단과 병원의 경우 입원 중 미충족 의료로 인해 외부병원에서 진료
받는 빈도가 늘어남으로 인해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
며 별도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필수 진료과목을 늘리려고 해도 인
력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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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의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응
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다. 응급환자의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과 별
필수 인원이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방
사선사, 임상병리사 정원이 2명으로 책정되어 있어 항상 이틀 중 하루는 온 콜 당직을 유지해야
하므로 의료기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병원 의사 충원율은 20%~85.7%에 불과하다. 20%만 충원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은 수년째 의사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은 결핵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결원이 너무 많은 것에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5명 정원에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충원된다 해도 40% 충원으로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 업
무량이 늘어나 얼마 있지 않아 다시 결원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반면 국립마산병원은 6
명의 정원에 5명이 항상 유지되어 85.7%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기에 1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
우에도 쉽게 충원이 된다. 물론 절대적인 급여가 민간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업무량이 줄어든
다면 어느 정도는 타협하여 근무가 가능한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립병원
의사 충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지방에 위치한 민간 의료기관은 충원이 어렵지만, 국립병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직위가 유지되고, 정년이 보장되며, 임신 육아 등에 있어서 편의성이 있어 지방의 경우에
도 평균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하며 충원에 어려움이 없다. 특히 간호·간병 서비스의 제공
으로 인한 간호 인력과 간호조무사 인력의 증원으로 국립병원 중 결핵병원, 한센병원의 경우 환
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국립재활원은 그동안 국립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병
원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 인력의 확보이다.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 의
사들이 입사하더라도 일 자체에는 크게 보람을 크게 느끼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오래 버티지 못
하고 퇴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사 인력도 구하기 힘들어 아슬아슬하게 약국이 운
영되고 있어, 언제 약국이 멈추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사도 경력을 쌓고 보건
소나 타 근무지로 이동하려고 하여 중견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젊은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국립재활원 근무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국립재활원은 시설과 장비, 재활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추어
지고, 교과서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영의 이익이 아닌 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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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의 발전과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은 크게 3가지 영역의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첫째, 감염병 환
자를 진료하는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둘째, 정신질환자 진료와 중독 및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과 셋째,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연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재활원
이다.

1) 감염병 질환을 담당하는 국립병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립
병원들의 협업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청도대남병원, 대구제2미주병원에서 코로나
19가 집단 발병하자 국립마산병원의 결핵 환자들을 국립목포병원으로 전원 이동시켜 병원을 비
운 상태에서 정신질환을 동반한 코로나19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과 함
께 치료하는 협업을 단행하였다. 그동안의 진료 형태를 보면 두 국립병원 간의 이러한 협업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립마산병원은 2017년 병원 현대화를 통해 결핵 환자 진료를 위해 음압병상을
200병상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에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자 이 시설을 활용
하여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2015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 당시만 해도 음압 격리병상을 가지고 있는 국립병원은 국립목
포병원(10병상)밖에 없었다. 시설은 있었으나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이 필
요했었다. 결핵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까지 진료할 수가 없어서 보건복지
부에 별도의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
해 알아보다가 전라남도 도청에 지원요청을 하였다. 그 당시 지사님이 보건소 간호 인력 10명,
공중보건의사 2명, 전남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한 분을 지원해 주셔서 약 2개월 동안 메르스 의심
환자의 판정 및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의 메르스 의심 환자 격리 및 치료를 하기 위한 준비
를 해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메르스 이후 국립병원 모두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 병상 확보에 노력하였다. 국립정신
건강센터 역시 2016년 병원 신축을 하면서 음압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설을 기반으로
정신병원에서 집단 발병한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대비해서 음압 병동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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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개편되어 2020년 9월 12일부터 국립결핵
병원(마산, 목포)은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 감염병 환자들의 진료를 전담하게 된다. 한센병진
료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도 질병관리청에 소속되는 것이 감염병 관리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남게 되어 아쉽다.
국립결핵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립마
산병원의 현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훌륭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결핵병원
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국립목포병원은 의사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결
핵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 한 가지는 결핵 단과 병원으로 운영하게 되면 다른 진료과목에 대한 미충족 의료가 존재하
기 때문에 결핵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고, 병상 일부를 결핵병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섬 전체가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증 환자들은 마을 병사에 있고 중
증 환자는 병동 건물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 2020년 9월 현재 476명의 환자가 소록도에 있으
며 병동에 114명이 입원 중이고 외부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13명이다.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평균 연령이 75세일 정도로 고령화되어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빈도가 높아 다양한 전문과목
진료의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으나 동 병원은 공중보건의 6명과 정규직 공무원 의사 3명(안과, 피
부과, 내과)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과목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의 환자들은 내부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외부병원 진료비도 병원에서 부담하
고 있어 외진을 다녀오면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연간 환자 외진비 예
산이 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매년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에도 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외진 진료비가 증가 된다면 국립소록도병원은 병동 운영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병
사에서 생활하면서 입원을 요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는 외부병원으로 전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예산 절감은 물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한다.
섬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병사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이동이 편하도록 중앙 집중화를 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님비 현상으로 소록도의 한센 환자들이 이주하여 사실 곳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소록도에서 편하게 지내시도록 하고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인접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과 협진하여 입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평소에는 병사에 계시면서 간단한 투약과 치료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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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요양원 개념의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연구
국립정신병원은 2016년 직제 개편을 통해 종전의 폐쇄병동 입원치료의 개념에서 통원치료와
정신질환 연구와 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입원 병실을 축소 개편하였
다. 국립정신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확보와
정부의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
견을 잘 반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요즘 정신건강의학과에는 환자들의 난동으로
인해 의사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묻지마 범죄로 인해 희생되는 국민도 심심찮
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병원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인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입원 초기 집중적인 팀 접근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해
야 한다.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낮병원, 공동생활가정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응급위기개입 강화를 위해 응급위기대응팀과 응급·행정입원 전담병동을 신설 운영하고, 감염
병 대응을 위한 음압 병동, 격리병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① 정신건강사업과와 아동청소년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재난·트라우마·스트레스 등 취
약 계층(공무원, 직장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 포함)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② 공공정신건강증진
사업 강화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
재활시설, 복지시설, 교육청, 학교 등 중부권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강화 ③ 구성원간 민주적이
고 활발한 소통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회의 간소화, 회의 방법 개선 및 인사 관리 개선 ④ 전문인
력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부서별로 분산된 교육, 훈련 기능을 총괄 운
영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3) 재활병원의 나아갈 길
국립재활원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 의료진을 어
떻게 하면 국립병원으로 유치할 것인가이다. 국립재활병원 의료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
면, 수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자한 재활병원이 결국은 쇠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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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정
부의 대폭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며, ②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에
게 적절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며, ③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병원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음압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
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④ 평상시에는 의료인력의 교육 기관으로서 국가적
인 재난 발생 시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⑤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공공의
료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하고 ⑥ 필요하다면 국립병원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의 재편성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⑦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승격
과 함께 감염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립병원 간의 체계적 협업을 위한 인적 교류와
상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역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을 70여 개
의 진료권으로 나누고 각 진료권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을 구축하며, 또한 2022년에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사를 배출할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도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어디에도 국립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
아 아쉽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필수·중증 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다. 국립병원 소속 의
사들을 정규직뿐만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비록 60세가 넘은
의료인력이라도 병원에서 수술을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입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다면 지역에 근무할 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봉인상, 노동 조건 개선, 신분보장, 양질
의 연수 기회제공 및 병원 간 인사 교류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 의사
수 증원 없이도 국립병원의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립병원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각 국립병원의 공중보건의 정원을 줄이고,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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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사양성체계에 대한 고찰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1. 서론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1970
년대 이후 전국민의료보험 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도입, 1990년대 이후 많은 의과대학 신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시작된 의약분업 등 굵직굵직한 제도의 도입이 그 좋은 예다. 2020년에는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새로운 쟁점도 있다. 의사양성체계도 변화의 과정이었다. 일반대
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을 선발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
대학 전환 허용, 의사면허 실기시험 도입, 인턴제도 폐지 논의, 전공의 수련 기간 및 체제 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설 등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의 쟁점도 있었다.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의, 의사
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요구,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의사양성과 관
련된 중요한 쟁점이다. 벌써 몇 년째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일부 임상 과에는 전공의 지원이 거의
없는 수련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정부, 의과대학 및 수련 기관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연구나 대책을 준
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제도들이 의료수요와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처해 온 긍정적인 측
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제도를 도입한 일이
나 이들 제도가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또는 의학교육 관
련 제도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충분한 사전 논의나 협의 과정을 거친 적
이 별로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의사양성체계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의료 공공성
에 대해 논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의사양성과 관련된 일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의과학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
는 일임을 확인하는 한편, 정부는 물론 의학교육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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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가며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사양성체제와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이 글에서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하거나 관점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사양성체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의료 공공성
관점에서 의사양성체제의 문제점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사양성체
제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2. 우리나라 의사양성체제의 발전
의사양성체제라는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안덕선 등(2018)은 의사양성체제(medical education system)를 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
학교육 및 이와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의학교육(medical education)
은 의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고 의학교육에 포함되는 교육과정에
는 의사가 되기 위한 첫 단계인 의과대학 교육(Basic Medical Education, BME), 의사로서의
보편적 역량과 전문역량을 수련하는 졸업 후 수련교육(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PGME), 그리고 이후 의사 활동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계속되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이 있다고 보았다. 졸업 후 수련교육은 다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인턴 과정, 특정 전문과목 영역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 세부 영역의
전공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분과 수련 과정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
양성체제를 구분하는 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수련교육으로 나누어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
타난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1)

1) 의과대학의 양적 성장과 의사양성체제의 발전
20세기 초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문학교 교육’이
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교육령은 한국에서의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정
했으며, 학교의 명칭, 수업연한과 내용을 달리한 차별적인 학제를 도입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별도로 교육하였다. 전문학교는 실업학교 이상의 고급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근대 일본과 일제

1) 이 글은 2014년 양은배와 맹광호가 한국의학교육학술지에 발표한 「미래 의학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기초로 저자가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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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 당시 조선, 대만과 만주국에 있었던 학교 형태였다. 전문학교에서는 대학 수준의 고등교
육을 제공하였으나 학술적 내용이 아닌 전문적 기예나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당시
의학교육을 실시한 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 인가 연도 기준으로 조선총독부의원부설강
습소(1913, 이 강습소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변경),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1917), 대구
의학전문학교(1933), 평양의학전문학교(1933),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1938), 광주의학전문학
교(1944) 등이다. 이러한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제한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4년제
로 승격되었다. 1932년에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 학제를 갖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설립
되었는데, 이 대학은 일본인 중심의 의학교육 기관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년 동안은 미군정이 실시된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교육 관련 자문 및 심
의 기구 역할을 담당한 미 군정청 학무국의 ‘조선교육심의회’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
를 다루었다. 조선교육심의회는 6-3-3-4(의과대학 6년)의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
라 의학교육은 의학 기능인 양성에서 학술적 연구를 포함한 고등교육의 목적으로 승격되었다.
경성대학교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폐지되고,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었고,
세브란스 의학교(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 대구의학전문학교(지금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광주의학전문학교(지금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6년제 의과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면서
1950년대 초까지 6개의 의과대학이 있었다.
1950년대 이후 새로운 의과대학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의과대학은 1950년대 초반에 가톨릭
의대와 부산의대가 설립되어 8개교로 늘어났고 1960년대에 경희의대, 전북의대, 조선의대, 충남
의대 및 한양의대의 5개교가 신설되어 의과대학의 수는 13개가 되었다. 1970년대에도 중앙의대
를 시작으로 계명의대, 순천향의대, 연세원주의대, 영남의대 및 인제의대 등의 6개교가 신설되었
다. 1980년대에는 모두 12개의 의과대학(건국의대, 경상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동국의대, 동
아의대, 원광의대, 아주의대, 울산의대, 인하의대, 충북의대, 한림의대)이 신설되어 총 31개의 의
과대학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의과대학의 신설은 계속되었는데 1995년까지 대구가톨
릭의대, 강원의대, 건양의대, 관동의대, 서남의대 등 5개교가 신설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도 제
주의대, 을지의대, 성균관의대, 포천중문의대, 가천의대 등 5개교가 신설되어 의과대학의 수는
모두 41개교가 되었다. 2020년 현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학교육 부실로 폐교된 서남의
대를 제외하고 40개의 의과대학에 입학정원 3,05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
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의 양적 성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
배출의 양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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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공립 의과대학보다는 사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눈에 띄게 많았다는 점은 사립 의과대
학들이 우리나라 의사 인력 배출에 많은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의 양적 성장
이 계속되었던 2000년대 이전에는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표 1. 개설 연도별 의과대학 수
연도

의과대학

개설 대학 수

총 대학 수

~1950

경북(국립), 고려, 서울(국립), 연세, 이화, 전남(국립)

6

6

1951~1955

가톨릭, 부산(국립)

2

8

0

8

1956~1960
1961~1965

경희

1

9

1966~1970

전북(국립), 조선, 충남(국립), 한양

4

13

1971~1975

중앙

1

14

1976~1980

계명, 순천향, 연세원주, 영남, 인제

5

19

1981~1985

경상(국립), 고신, 원광, 인하, 한림

5

24

1986~1990

건국, 단국, 동국, 동아, 아주, 울산, 충북(국립)

7

31

1991~1995

대구가톨릭, 강원(국립), 건양, 관동, 서남

5

36

1996~2000

제주(국립), 을지, 성균관, 차, 가천

5

41

2018

서남(폐교)

-1

40

의과대학의 양적인 성장이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변화도 꾸
준히 일어났다. 의사양성체제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의사국가시험을 통한 개인의 의사면허
자격 검증 체계화와 의과대학 인증평가 시스템을 통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노력이다. 이러한 변
화는 의료인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 건강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료 공공성 강
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의사국가시험의 기능은 의과대학 교육을 마친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본 진료 의사로서
적절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여 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의사 자격을 주고 의료업에 종
사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 의사국가시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2
년이다. 그 뒤 68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사국가시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
도 몇 가지 큰 변화를 지적하자면(백상호, 2013),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정부 부서에서 공익 중
심의 민간 전문 평가기관으로 옮겨진 것을 시작으로 시험목표 설정, 시험과목 수의 감소, 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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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항 수의 증가, 문항의 질 및 형태개선, 시험장소의 분산, 시험기관의 조직보강 및 업무확
장, 시험업무의 전산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2009년부터 도입된 실기시험의 도입 등이
다. 이제 의사국가시험은 의학지식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격 검증에 있어서 상당한 타당화를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는 의사국가시험에 윤리 관련 문항의 포함, 실제 임상표현 중심의 국가고시 출제, 컴퓨터 기반 국
가시험 개발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국가시험의 변화는 대학의 의학교육내용, 방
법과 학생들의 시험 준비 태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의과대학 인증평가제도는 외부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의과대학의 교육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의사양성에 대한 국민
적 염원과 고등교육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많은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의학교육 기관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지 못함에 따라 의학교
육의 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설립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이후 2003년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
변경)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제1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제2주기 인증평가를, 2012년부터는 Post 2주기 평가 사업을, 2019
년부터는 ASK 2019 평가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의과대학 인증평가제도는 대학 스스로 자체평
가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과대학 스스로 강점과 미비점을 분석하도록 한다는 점,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수준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부여한다는 점, 의학교육과 관계된 이해관계
자들에게 교육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사업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
며, 의과대학들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양은배, 2008). 특히, Post-2주
기 의과대학 인증평가 기준부터 의료 공공성 강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모든 의과대학이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영역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며 책무성 수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과대학 인증평가 시스템은 세계적인 추
세이다.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은 의학교육의 국제 표준
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과대학 인증평가(accreditation) 기구를 인정(recognition)하는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부터 인증을 받지 않는 대학 졸업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수와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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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의과대학 인증평가 실시 현황

(-표시는 해당 없음)

제1주기
(2000~2005)

제2주기
(2007~2011)

Post-2주기
(2012~2018)

ASK2019
(2019)

총 평가 횟수

50

41

64

10 (진행중)

완전 인증

37

-

-

-

6년 인증

-

-

20

1

5년 인증

-

34

-

-

4년 인증

-

-

34

8

3년 인증

-

7

-

-

2년 인증

-

-

-

1

조건부 인증

13

0

5

0

인증 유예

0

0

3

0

불인증

0

0

2

0

구분

2) 졸업 후 수련교육제도의 도입과 발전2)
우리나라 졸업 후 수련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의 제도는 1951년의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를 제도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1951년 9월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 제4조의 조항에
따라 정부 주도의 표방허가제로 시작되었고, 1951년 12월 보건부령 제11호인 국민의료법 시행
세칙 제34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정형
외과, 방사선과의 10개 해당 과목의 전문과로 전문과목을 규정하였으며, 제35조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수련 연한을 5년으로 하여 고시제를 시행하였다. 수련 과정의 의사들은 초기에는 수련의
라고 명칭 하였는데 일반인들에게 정식의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1976
년 4월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8088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수련의 대신 전공의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문의 제도는 1951년 10개 과목에서 출발하여 1996년 26개 과목으로 증설되었고, 2020년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표 3과 같이 26개 전문과목이 규정되
어 있으며, 2020년 현재 전문과목별 양성되는 전문의 규모는 표 4와 같다.

2) 이 글은 2014년 양은배가 간사로 참여하여 한국의학교육학회가 발간한 「의학교육백서: 해운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기초로 저자가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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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졸업 후 수련 전문과목별 현황 (2020년 현재)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
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
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이상 26개).

표 4. 전문과목별 전문의 시험 지원자와 합격자 현황 (2020년)
과목

지원자

합격자

내과

1,056

1,046

외과

162

소아청소년과

과목

지원자

합격자

안과

106

105

162

이비인후과

119

116

202

202

피부과

74

산부인과

134

134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126

125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206

195

신경외과

75

흉부외과
성형외과

과목

지원자

합격자

진단검사의학과

31

29

병리과

35

34

74

예방의학과

15

15

29

28

가정의학과

325

303

149

144

직업환경의학과

33

33

방사선종양학과

10

10

핵의학과

10

9

75

마취통증의학과

211

206

171

168

21

21

신경과

89

86

78

76

재활의학과

117

117

3,593

3,513

응급의학과

합계

졸업 후 수련교육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계기로 의료기술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사회 간접 자
본으로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었다. 전문과목의 전공의 제도는 임상의학 교육
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끌어냈으나,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졸업 후의 추가 교육비 부담, 의
료전달 체계의 왜곡 등 부정적인 면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의대와 의전원 교육을 거친 졸업생 대
부분은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어 의학교육의 심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경제 논리로 인한 비인기 과목에 대한 수련 기피, 인기 전공과목의 과열
경쟁,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의 공백, 수련병원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가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또한, 공통역량 교육은 학회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인 수련
이나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전공의 교육이 모범적으로 정비된 나라에서는 전
공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70년 가
까이 된 전문의 제도는 의료 공공성 가치 기반 수련이라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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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의 공공성 관점에서의 의사양성체제 문제점
우리나라 의사양성체제가 최고의 의료서비스 인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의과학 인재를 배
출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 논점이 되는 공공의료
또는 의료 공공성 관점에서 의사양성체제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1)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개념 혼란
일반적으로 ‘개념’이란 여러 가지 물체나 생각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개념을 통
해서 감각과 사고를 확장하고,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 그렇기에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공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직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공공의료
또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개념 정의도 공유도 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해관
계자마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다르게 접근하면 갈등과 혼란이 나타난다. 정부를 비롯한 일부 학
자들은 공공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활동으로 인식하는 반면, 국제적인 통용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공공재정으로 생산하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인식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개념적 인식 차이를 넘어서 공공의료의 정책 수립과 접근 방법의
차이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
도 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민과 사회 전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활동을 공공
의료로 생각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공의료를 정의하게 되면 국내 30
개 사립 의과대학(10개는 국립 의과대학) 수 백여 개의 민간 인턴과 전공의 수련 기관은 공공의
료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공의료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제한적으로 사회사업이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혜적 의료활동만으
로 충분히 기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 재정으로 제공되는 모든 의료활동을 공공의
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건강보험의료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의료가 공공성을 가지게 되므
로 민간 및 국공립 의료기관 모두 의료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갖게 된다.
한편,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는 한국적 맥락 특수성이 더해져 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즉, 공공은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는 민간은
곧 영리 추구로 귀결된다. 자연스럽게 의사양성체제를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는 공
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별개로 존재하므로 공공 의과대학, 공공의료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지금의 공공의료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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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러한 프레임 속에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한다.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확산하
고 폭넓게 인식이 공유되는 경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어떤 대
안적 개념이 존재하는 것일까.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공공보건의
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는 정의로 충분하다. 이러한 정의
에 따라서 공공의료라는 용어보다는 의료 공공성 개념이 더 적합하다. 공공성은 이념상 윤리적
으로 ‘사회정의 혹은 공익(public interest)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와 동의로서의 공공성 이념은
절차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임의영, 2003). 의료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국공립 의료
기관이나 민간 의료기관이나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
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상호 간에, 그리고 정부, 의료계 및 교육기관 상호 간에 협력적 모델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2) 전문의 양성 체제의 경직성
우리나라는 1951년 전문과목 표방허가제가 시작되면서 전문과목에 대한 선호 및 우월적 지위
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난 고등교육에 대
한 열의와 의료기술 및 의과학의 발전에 따른 졸업 후 수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전
공의 수련 과정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되게 된다. 지금은 의과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이
졸업 후 수련교육 단계에 진입하고 그들의 대부분이 전문과목 전문의를 취득하고 있다. 다음의
표 5는 2020년 현재 전국 의사면허자 중 전문과목 전문의 현황을 병원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통계청. 2020)
전문과목별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전체

88,717 13,133 17,411 10,790

24

0

284

136

350

116

내과

16,854

3,404

3,999

1,366

878

7,142

1

0

13

20

28

3

신경과

1,941

490

628

191

271

347

0

0

6

4

2

2

정신건강의학과

3,774

345

386

753

562

1,714

0

0

9

4

1

0

외과

6,306

1,100

1,304

600

745

2,500

0

0

29

6

18

4

정형외과

6,601

586

1,337

1,859

228

2,548

0

0

26

8

7

2

신경외과

2,913

466

835

754

203

641

0

0

9

2

2

1

흉부외과

1,137

354

300

54

69

347

1

0

0

2

7

3

성형외과

2,050

216

192

97

20

1,485

0

0

5

17

11

7

마취통증의학과

4,847

752

971

819

94

2,120

21

0

19

16

28

7

산부인과

5,916

453

768

1,089

368

3,130

0

0

27

7

6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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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별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 보건소 보건지소

소아청소년과

5,853

671

759

928

125

3,221

0

0

21

18

82

28

안과

3,531

421

317

279

13

2,479

0

0

0

8

8

6

이비인후과

3,972

352

386

100

42

3,082

0

0

4

1

4

1

피부과

2,271

178

146

40

8

1,887

0

0

0

5

2

5

비뇨의학과

2,601

312

442

54

53

1,718

0

0

10

2

7

3

영상의학과

3,888

1,052

1,253

792

16

738

0

0

31

3

3

0

방사선종양학과

320

172

104

4

5

24

0

0

2

0

4

5

병리과

897

364

298

13

6

209

0

0

0

0

2

5

진단검사의학과

911

258

406

21

9

199

0

0

1

2

12

3

57

0

0

8

5

44

0

0

0

0

0

0

2,219

222

318

423

624

605

0

0

18

3

1

5

249

130

84

8

2

20

0

0

1

0

1

3

가정의학과

6,937

284

603

394

1,091

4,448

1

0

53

4

52

7

응급의학과

1,917

411

1,277

78

19

129

0

0

0

3

0

0

직업환경의학과

562

70

247

56

3

181

0

0

0

1

2

2

예방의학과

193

70

51

10

3

53

0

0

0

0

4

2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표 5를 살펴보면 전문과목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88,717명의 전문과목 전문
의 가운데 41,011명(46.2%)이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과목 자격
을 취득한 전문의들이 의원급 기관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수요
의 많은 부분이 의원급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의는 특정 전
문과목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자격 취
득 후 전문과목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의사들이다. 즉, 전문과목 자격을 취득한
많은 의사가 자신들이 수련한 전문과목의 지식과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
는 일종의 자격 과잉(over-qualification) 상태로 머물러 있다. 또한, 의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
비스는 중증, 위급한 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이나 비교적 가벼운 불편감이나 증상을 호소하는 폭넓
은 문제들을 다루는 일차 의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과목에서 수련받은 지식과 기술과
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일종의 자격 미달(under-qual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
의 전문의 양성체제는 사회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구조이
다.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요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전문과목별로 배정된 정원은 무너질 수 없는 두꺼운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의
양성체제의 경직성 속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과 실천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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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부재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즉 시도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
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외과계 전문의 수, 간호사 수, 병원 수, 요양병원
수, 병상 수 분포를 비교한다. 조병희(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은 모든 지역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의사, 외과계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서울 집
중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 전문의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병원 수, 요양병
원 수, 병상 수는 비수도권과 농어촌에 더 많이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가
증가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병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 그림 1의 (a)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한 것이며, (b)는 인구 10,000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인구 1,000명당)

대도시

중소도시

(인구 1만 명당)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4.5

3.0

4.0
2.5

3.5
3.0

2.0

2.5

1.5

2.0
1.5

1.0

1.0

0.5
0.0

0.5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a)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5

2017

0.0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b) 인구 10,000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그림 1.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의사 수 비교 (조병희, 2018)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한다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통계자료가 해석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
다. 그것은 국민의 의료 이용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측면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대중
교통의 발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전국
어디에 살고 있든지 1~2시간 이내에 상급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도시, 중소도
시 및 농어촌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물론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지역이 있
기는 하다). 둘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인구 밀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
구 밀도가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높아진다.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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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 면적에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과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는 의료를 소비하
는 국민의 심리적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민은 더 좋은 의료기관, 더 훌륭
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두세 곳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교
차 진료를 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문화적 요인은 지역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다른 차원에
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지역별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적정
균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의료기관들이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별 의료인력과 시설의 불균형을 결과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의사 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지역균형 인재 선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낯설게 느껴
지는 제도들을 거론하고 있다. 결과론이 아니라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상학
적 관점에서 지역별 의사분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이 필요하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사명이나 수익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자기발전의 기회가 있는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은
어떠한가, 가족들과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등 너무
도 많은 요인이 지역별 의사 인력의 균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기초로 지역별
의사 인력 균형을 유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유인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4) 의사양성체제 전반에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 교육 부재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학생과 수련의들은 과거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의학지식, 술기 및 의사로서의 태도를 학습한다. 의과대학에서 의학
의 토대가 되는 기초 및 임상의학 지식, 그리고 임상 실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서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지식과 술기 함양이
핵심이 되었다. 의과대학의 일부 과목에서 공중보건, 역학, 보건정책 및 관리 등이 교육되기는 하
였지만, 의과대학에 개설된 수많은 과목 중의 하나였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과는 별개로 공공보건의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의 표
6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 개설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보
건의료 의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은 이러한 영역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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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퍼지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
지만,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교육 단계에서 의료 공공성 또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역량을 함양
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교육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즉,
의사양성체계 속에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함양하고, 관련 역량을 함양하는 것들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표 6.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 개설 현황 : 2019. 8. 1. 기준(김상현 외. 2020)
개설기관(명칭)

대상

교육기간(시간)

특징

국립중앙의료원
(2018 공공보건의료
최고위정책과정)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있는 분들

9회
(각 80분)
9~11월

대한예방의학회
(2019 지역사회 공중보건
최고리더과정)

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 기관장,
중앙정부·지자체 보건분야
사무관 이상 등

14회
격주 토요일
4~11월

해외연수과정 포함
아카데미하고 심화의 성격
수강료 200만원

서울특별시
(2019 공공의료아카데미)

시립병원 및 보건소직원

4~11월

직급별 교육 직무교육 +
인문학적 소양의 교양 포함

서울의료원 (2019)

직급별 모집
(원장, 진료부장, 기조실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공공보건의료역량강화아카데미)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임상의사(보직자 참여 권장)를
포함한 모든 직종

8시간 교육

2016년 중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6, 2017, 2018
보건의료행정 고위자 과정)

공고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진출하고자하는 의사

1기: 12회
2기: 15회
3기: 10회

보건의료행정 중심의
교육내용 3기부터 새로운
주제 및 교육방법 시도

2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2010~2018년)무료

2019년 시작
직급별 맞춤형 단기교육과정

4.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사양성체제 발전방향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은 의료전달체제, 건강보험급여, 공중보건정책, 의사양성체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 관계가 있
지만,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관을 내재화한 역량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명제 또한 분명
하다. 그렇다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사양성체제는 어떤 것일까. 많은 전문가가 현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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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성체제가 가진 문제 인식에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이 어느 정
도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실행되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
시하는 의사양성체제 발전방향이 완전히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우리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
한 다양한 관점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성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해줄 것이다.

1) 의사양성체제와 관련된 통일된, 연합된 거버넌스 구축
의사양성이 의과대학 교육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의과대학
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의사국가시험을 치르고 의사 자격을 취득하기는 하지만, 졸업생의 95%
이상이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환자 진료 능력을 갖춘 의사로 성장한다. 즉, 의사양
성체제는 의과대학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교육으로 불리는 졸업 후 의학
교육을 통해 완성되고, 의사로서 활동하는 평생 지속적 전문성 개발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것
은 의사양성체제가 의과대학 교육, 졸업 후 수련교육이라는 연속선상에서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의과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원협회와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학회,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
의사협회가 의사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유기적인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계성 부족은 의과대학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 전공의 수련교육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거버
넌스 체제에서는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 함양과 교육은 분절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함양하고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사양성체제 전반에 걸쳐서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 개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
발의 본질적 요소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순환적 과정이다. 의과대학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 의
료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빌어 관련 과목이나 세미나를 몇 개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는 의사 개개인이 의료 공공성 가치를 내면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절차(요구조사-목적과 목표설정-내용선정과 경험의 조직-실행전략-모
니터링과 평가-피드백)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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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거나 졸업 성과(Graduate Outcomes), 전문가위임가
능행동(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의 형태로 개발할 수도 있다. 교육과 수련단계별
로 마일스톤(milestone) 개념이나 캡스톤(capstone)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의학교육의 새로운 축으로서의 의료시스템과학의 개념도 의료 공공성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
의료시스템과학(Health Systems Science)3)은 미국의사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의료시스템
의 대상인 인구집단과 환자에게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상된 성과를 추구하며, 동
시에 비용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원칙, 방법 및 실천을 의미한다(Skochelak et.
al., 2020). 의료시스템과학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교육 훈련받고 진료를 제공하게 될 의료인
들에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환자와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8). 이러한 의료시스템과학은
기초의학, 임상의학의 이분법적 구분에 더하여 의학교육의 제3의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의료시
스템과학은 의학교육의 고전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제한된 의료자원 속에서 사회가 추구하는 양
질의 의료와 건강증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의료인은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환자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조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에 의료시스템과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시스템과학은 의료 공공성 가치 구현과 실천 역량 함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의사양성체제 속에서 의학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기초의학, 임상의학과 동일
한 수준에서 의료시스템과학이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의 그림 2는 의료시스템과학 교육과정의
세 가지 영역과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실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평가 결과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사국가시험, 병원의 인턴, 전공의 선
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의학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의
료 공공성 구현 관련 역량이 의과대학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전공의 수련교육에서는
별로 중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공공의학회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 공공성 가치 구현을 위한 교육위원회’부터 시작해도 좋은 방
법이다.


Systems Science를 우리말 의료시스템과학으로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3) Health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더 좋은 단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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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료시스템과학 교육과정 구축 모형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8).

3) 전문의 자격제도의 유연성 및 평생교육 모형의 개발
앞에서 의사양성체제의 경직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인턴 과정
을 거쳐 26개 전문과목을 선택해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매년 전문과
목별로 정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약간의 지원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과목별로
알아서 분산된다. 레지던트 선발 정원이 매년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내과학, 외과
학 등이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대부분의 전문과목이 역량 중심의 수련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 전통적인 전문과목 분류는 의학의 학문
체제에 따라 분류된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의 분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분화되거나 통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는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는 전문화가 아니라 전문분야의 통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2~3개 전문과목이 새로운 하나의 전
문과목으로 통합될 수도 있어야 한다. 의학의 학문분류 체계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요구에 따
른 전문과목 체제를 검토할 시점이다. 새로운 자격제도의 신설, 기존 제도의 변경 및 폐지가 더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모듈형으로 전환하고 역량에 근거해서 복수
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기성 의사들도 사회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영역의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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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도 개발되어야 한다. 공중보건,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의료수요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의사양성체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5. 맺음말
세상은 변했다,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교육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란셋의 편집장이었던 리차드 호튼(R. Horton)
은 의학교육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서 구세대의 실패한 방법이 그대로 신세대에게 주입되었
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안전한 전통에 안주해 왔다고 비판했다(Horton, 2010). 일부 변화
의 목소리와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수준이거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사양성체제는 전통
적인 프러시안 교육모델, 플렉스너 교육모델을 뛰어넘어야 한다.
의사양성의 목적은 의학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 의사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는 의료, 의학 분야의 변화 촉진자
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프로그램의 개발, 새로운 의사양성체
제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양성체제 재설계를 위한 의료환경, 의료제도, 의료전달체계 등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한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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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강연숙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과장
•전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1. 서론
2020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된 뒤 하룻밤 만에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국내 최초 집단감염 사례가 의심되었다. 당시엔 코로나19 바이러스
의 역학적 전파 방법이 비말 감염인지 에어로졸 감염인지도 모를 정도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공
중보건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2월 19일 대구광역시청 10층에 코로나19 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 초기 주요 목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최고 우선순위는 집단감염 근원지인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를 중심으로 방역 관점에서의 봉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선별 진료 후 확진자들
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상급병원 음압 병실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과제였다.
초기 신천지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확산 시기에는 바이러스의 생활사와 임상 증상, 검사방
법, 방역방법, 방호복의 레벨 및 구성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방역에 참여하는 인력구성, 방
역물품조달, 검체채취 후 확진자 후송 등 모두가 처음 겪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 새로운 시스템
을 구축해야 했으므로 할 일이 무척 많았다.
단적인 예로, 초창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 방역 최전선에서 수
고하는 의료진에게 제공할 Level D 방호복도 부족했고, 올바른 착용법에 대한 교육 역시 미흡했
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협조체계를 통해 대구 및 경북지역 밖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우수성을 나타내
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대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빠르게 관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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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8년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시작됐고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되어 일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위
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투입되어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선별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게 구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어
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여 보건소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기타
인력, 자원봉사 의료진 등과의 공조를 통해 대구 발생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2월 20일 대구시에 1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을 시작으로 4월 12일까지 많은 공중보건의사
들이 자원해서 국가적 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사태 초반에는 간호사·운전기사 그리
고 행정지원 공무원들과 함께 유증상자의 자택까지 직접 방문하며 아침·저녁으로 본인의 감염위
험을 무릅쓰고 선별진료를 한 것은 수범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2. 코로나19 대응 수범사례
1) 자택방문 검체채취 최소화 및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
●

불분명한 전파경로 속에서 의료진 및 행정지원 인력의 감염 위험성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

자택방문 검체채취를 위해 1대의 차량에 최소 공중보건의사 1인, 간호사 1인, 폐기물처리담
당 1인, 운전사 1인으로 총 4인의 인원이 탑승해도 하루 최대 10건 미만의 검체 만을 채취할
뿐이라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방문 검체 시 인근 주민이 느끼는 심리적 공포감과 이웃 간 불
신,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적 평가를 해보니 자
택방문 시 검체채취 한 건 당 17만 원이나 들어 선별진료소 내 검체채취 한 건당 비용인 8만
원보다 고비용임이 밝혀져 자택방문 검체채취를 최소화했다.

●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번아웃을 막고 감염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
소당 최소 5인 이상이 1시간 30분 ~ 3시간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했다.

●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초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신천지 발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무증상자까지 빠른 시간 안에 봉쇄 방역을 실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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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압 컨테이너 시설 도입으로 초기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부족한 음압 선
별진료소 확충
●

초기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음압기가 설치된 텐트가 부족하여 검체채취 시 감
염 위험이 높아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

필자는 당시 수성구에 파견 나와 있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및 당시 선임 공중보건
의사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 컨테이너에 음압기를 설치하도록 해 검체채취의 효율성을
높였다.

3)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 및 효율적 운영
●

선제적 봉쇄 조치로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들에 대해 선별 조사를 완료했으나 대구의 신천지
교인 31번과 같이 슈퍼전파자의 접촉 동선이 많아 일반 시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필요
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모든 검사를 보건소 앞에 설치된 4개의 음압 선별진료소로
는 감당할 수가 없어 교외의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드라이브스루를 설치하기로 결정했
다.

●

대구시 민간영역에서 먼저 도입된 영남대학교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칠곡 경북대학
교병원에서 전국 최초,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기록이 있음)를 벤치마킹해 시민들의 접근
성을 높이고 단시간 내 많은 대상자를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구스타디움에
총 2개의 컨테이너와 몽골 텐트 등을 구비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

차량용 선별진료소에서 채취자 1인당 1시간에 6~10개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게 되어 비교
적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 하루에 최대 500건 이상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검체채취
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탈진을 막기 위해 3시간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사례는 시민의 검체채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진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인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4)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및 빠른 현장 적용
●

대구 수성구보건소가 코로나19 대규모 전파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이를 즉시 현
장에 적용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스루 도입, 위치 결정, 의료진들을 위
한 쉼터 제공 등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현장의 의견을 바로바로 적용한 결과였다. 최
소 24시간 이내에 현장 의료진의 의견이 수성구 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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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전달되었고 수성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현장에 반영하고, 상급기관인
대구시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 빠른 건의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한다. 미지의 위험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
이다. 수성구보건소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현장의 건의가 24시간 이내에 최종결재권자의 승
인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격식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된 내용을 현장에 빠르게 반영한 것이 초기 전염병 창궐을 효율
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던 비책이었다.
중앙정부는 감염병 발생현장인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검진기준, 추진 방향 등 정
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정 지역의 일이라 전체 지역으로 확산 적
용하기 불가능한 일도 있다. 그러나 결정이 늦어져 생기는 부담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소 직
원들이 감당해야만 한다.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초기 방역 실패를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귀책한다면 국내 방역체계
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때 방역 최전선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일선을 떠났기 때문
에 코로나19 대응을 할 때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들을 수 없었다.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께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하지 않
았나 생각한다. 메르스 때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고,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인력을 충원함
과 함께 감염병 전담부서(과) 신설 등의 장기적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맺음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꾸준히 나아간다면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K
방역은 감염병 발생현장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들을 제안하고 만들어 나간 사례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에 따른 인적·물적·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새
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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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워크스루,
보건소에서 시작되다
안여현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 의무사무관

필자는 민간병원에서의 경력은 많았지만, 보건소에서 의무직 공무원으로는 이제 3년 차, 일에 익숙
해질까 말까 하는 초보 공무원이다. 결핵 환자 진료, 예방접종 예진, 보건증 발급 등, ‘음⋯. 이제 좀 할
만한데?’라고 느낄 때쯤 새로운 일이 터져버렸다. 바로 코로나19!

1. 시작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자 보건소는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메르스 대응 때 사용하던 음압 텐트
를 보건소 앞마당에 세우고 메르스 대응지침을 열심히 숙지하여 드문드문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진료하고 검체채취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음압 텐트를 열심히 소독했다.
어느 주말 아침, 잠을 자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안 선생, 남구에도 확진자가 생겼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우리 남구도 최전방이 되어버린 것이다.

2. 물자 부족
매일 매일 본인이 코로나19일까 걱정하는 민원인들이 몰려왔다. 그런데 음압 텐트는 한 개밖
에 없는 상태였다. 일선 보건소에서 음압 텐트를 여러 개 구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이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오면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검체채취 후 시간당 공기 순환 횟수에 맞
춰 적절히 텐트 내 환기를 하고 텐트의 표면을 닦아낸다. 그리고 방호복을 벗고, 다시 새로운 방
호복을 입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다. 무얼 그리도 열심히 소독하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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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의료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아는 의료진들은 소독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 넓은 음압 텐트
를 닦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비말이 직접 주변에 튀지 않으면 의료진도 안전하고, 텐트
도 이렇게 다 닦아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투명한 아크릴 상자를 만들어 의심환자의 상반신을 넣고 의료진은 손만 넣어서 검사하면 비말
이 멀리 튀지 않아 환경 소독도 쉬워지고 의료진도 더욱 안전해질 것 같았다. 당장 소장님께 뛰어
올라가 아크릴 상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소장님께서는 흔쾌히 만들어보라고 허락해주셨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단단하고 작은 아크릴 표면만 닦아내면 되니 환경 소독에 걸리는 시간
이 훨씬 줄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다른 복병이 찾아왔다. 방역물자가 부족해진 것
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검체채취는 점점 늘어나는데 마스크와 방호복은
구할 수가 없었다. 음압 텐트에서 아무리 열심히 검사해도 검사 수요를 따라가기 벅찼다. 각각의
의심환자마다 방호복을 갈아입지 않고 검사하자니 교차 감염이 걱정되고, 매번 갈아입자니 방호
복이 모자랐다. 또한, 음압 텐트에서 검사는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의심환자 한 명당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 발상의 전환
‘꼭 음압 텐트 내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나?’ 의료진 2인과 의심환자 1인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큰 구조물 내에서 검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또한, 의료진과 의심환자가 꼭 접촉하지 않아도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과거 해외 사례를 검
색하고 논문을 읽는 과정 끝에 글로브박스형 검체채취 부스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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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예산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구매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했고, 또한 예산
도 부족했다.
“아니, 안 선생님, 음압 텐트처럼 검증되어 있는 제품을 사지 않고 또 무엇을 만든다는 건가
요?”
“음압 텐트 하나 가격이면 검체채취 부스를 두 개 사고도 남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이 끝나고
나면 저희 결핵실에서 객담 채취 부스로 사용할 거니까 헛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설명을 들으신 소장님·과장님·팀장님께서는 검체채취 부스를 만드는 데 동의하여 주셨다. 남
구에서는 지방특별교부세 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부스를 구매할 예산을 마련해주셨다.
부스가 만들어진 후 검체채취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졌다. 또한, 방호복 전체가 아닌 검사에 사
용한 일회용 장갑만 교체하면 되었기에 방호복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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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인 중심으로 생각하라
“내가 저 통 안에 왜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서 코로나19 걸리면 책임지실 건가요?” 떠들썩한
소리에 검체채취 부스로 다가가 보니 민원인과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는 중이었다. 본인은 폐
소공포증이 있어 절대로 부스 내에 들어갈 수 없다 했다.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을 마친 곳이라 설
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선생님, 휠체어 탄 환자분은 어쩌지요? 부스에 휠체어가 안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아이는 혼자 못 들어가요.”
“선생님, 환자분이 막힌 공간에는 들어가기 싫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유별난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나(의료진) 중
심으로만 생각한 것이었구나.’ 남구보건소는 한 번 더 변신하기로 했다. 바로 환자가 부스 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의료진과 직접 접촉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워크스루 부스를 만들기로 말
이다.
이미 뜬금없이 내어놓는 발언에 익숙해지신 걸까? 이번에는 너무 쉽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
다. 하지만 워크스루 부스를 설치하려면 일반인의 접근이 없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머리를 쥐
어짜 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남구청장님께서 나서주셨다. 자전거 보관소와 공원
산책로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워크스
루 부스를 사용한 선별진료소가 세계 최초로 부산 남구보건소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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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이 필요해
반응이 좋았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걸어들어온 그대로 잠시 부스 앞에 서서 검사를 받고 그대
로 걸어나가면 되었다. 부스의 소독도 훨씬 간편해졌으므로 보건소 직원들도 좋아했다. 하지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그 누구도 운영해보지 않았던 진료소였다. 하루 3번의 교대시간마다 혼
란의 시간이 반복되었다.
“장갑을 어떻게 교체해요? 어느 쪽부터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부스 창은 어디서부터 닦아요?”
“검체는 어떻게 구분해서 넣어요?”
선별진료소 근무는 순번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참여를
하게 된다. 보건소에서 원래 본인이 하던 업무를 하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 근무마다 새로운(?) 마
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이 손에 익을 리가 없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코
로나19 대응지침은 계속해서 새롭게 변경되었다.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실제 운영 시 문제
점을 모아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음압부스 사용 시 / 양압부스 사
용시로 각각 구분) 근무자는 근무 전 운영 매뉴얼을 한 번 더 숙지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책임 공
무원의 당일 중요 사항에 대한 브리핑 후 근무를 시작하니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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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워크스루, 보건소에서 시작되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어 팬데믹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팬데믹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하겠다는 계획
을 알려왔다. 정말 감사하게도 부산 남구보건소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실무작업반’에 참여
하여 실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도보 이동형(Walk-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절차’를 만드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가 ISO/TC304(보건경영)에 제
안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절차가 3개월여의 국제투표를 거쳐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되었다. 민원인과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작은 마음이 국제사회가 팬데믹 대응에
활용할 표준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6. 맺음말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공보건의료의 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
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로 뭉쳤고 부족함 안에서도 최전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
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 최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부산 남구보건소가 무
척 자랑스럽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으로 돌아가 공공보건의료인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주저하게 될 것 같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
과 절박함을 통해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고 바뀌는 긴 여정 속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힘을 북돋워 주는 공공보건의료인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다. 기나긴 터널도 결국은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밝은 태양과 곧 마주하게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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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서 깨달은 6가지 교훈
권근용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소장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정부 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국외 및 수도권 출장이 잦은 주민들이 많아 코로
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또한 확산에 따른 파급력이 큰 곳이다. 다행히 대구 경북과 수도권에 비해 발
생 환자는 적었지만 집단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긴박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사회적 파급이 이
정도로 큰 감염병 유행은 보건소 직원들 모두 처음 겪어봤기에, 급격히 변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과
함께 시행착오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보다 현명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을 당시에는 정말 어렵게 해나갔던 것 같다. 미흡한 점이 더 많았던 지난 몇 개월이었지만, ‘교훈’
을 남긴다는 취지에서 비교적 의미 있고 잘했다고 여기는 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 시의 모범적인 방역이었다고 한다면 조기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검사속
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대한 재
검사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PCR 재양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가장 긴급했던 순간은 역시나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집단 발병이었다. 이 사
례는 지금까지도 최초 감염유입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신속한 전수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밖
으로의 지역사회 전파 없이 종식되었고, 성공적인 방역사례로 꼽히는데, 여기에는 해양수산부(특히 운
영지원과)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정보관리, 검사안내 등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
능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세종시 코로나19 방역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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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환자 발생 - 지침이 모든 필요한 의사결정을 담지는 못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세종시에는 확진자 발생
이 없었다. 이 당시만 해도 확진자 발생에 대해 보건소들마다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고, 우리 직
원들도 제발 우리 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속으로 빌고 있었다. 그러다 2월 21일, 대구에
서 종교단체 집단 발생이 막 시작되던 때에, 감염계 직원이 민원전화를 한 통 받고 내게 보고를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제보 전화였다. 하지만
이 사람은 대구에서 접촉자로 이관되어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지침에 따르면 의심증
상이 없다면 검사대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감염자일 경우, 진단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종교모임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라 판단이 되어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보였다. 하필 그 시간에는 공보의 선생님도 검사를 마치고 간 시각이라 내가 검체채취를 하
기로 하고, 그 사람을 보건소로 긴급히 불렀다. 그분이 세종시 1번 확진자가 되었다.
이 환자는 증상이 거의 없었지만, CT 값이 매우 낮았고,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음전되
는 데에 수 주가 걸렸다는 점을 볼 때, 만약 그 환자에게 처음 연락이 왔을 때 검사하지 않았었다
면, 지역사회 추가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건소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들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
적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사례라 판단된다면, 정해진 Rule 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줌바댄스 발 집단감염 – 우리 지역 발생 예측은 주변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다행히 첫 확진자 이후 지역전파는 일어나지 않은 채로 2월이 지나갔다. 한편 2월 말부터 인근
도시인 천안에서 줌바댄스 집단 발생이 이어졌다. 세종과 천안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많고, 상업적 교류도 많기 때문에 언제 세종으로 코로나19 불이 옮겨붙을까 하는 불안한 날이 계
속되었다.
그러다 3월 5일 마침내 천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를 시
작으로 총 7명의 줌바댄스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 직원도 있었고, 줌
바댄스에서 바이올린 교습으로 이어져 감염된 10대 학생도 있었다. 지역사회로의 광범위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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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종교단체에 이어 실내운동, 실내교습으로 집단 발생 사례
가 나왔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실내에서 비말이 생산되는 활동(말, 운동 등)을 할 때 잘 전파된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실내
운동시설 및 학원 등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하였다.
세종시 1번 환자를 보면, 대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얼마 뒤 우리 시에서도 대구에
서 온 사람이 확진되었고, 2번 환자를 보면, 천안에서 집단 발생하고 얼마 뒤 우리 시에서도 관련
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5월, 8월에도 집단 발생 장소인 수도권에서의 접촉력이 있는 확진자
가 우리 시에서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지만, 전국 및
인근 지역의 발생상황을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곧 우리 지역에 닥칠 미래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고, 미리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 상황이 절박하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세종시보건소는 1월 말부터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구입한 음압 텐트를 선별진료소로 활용
해왔다. 선별진료소 초기에는 하루 검사 건수가 1~10건 수준으로 적었으나, 2월 22일 첫 확진자
가 나온 후부터 하루 검사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하루 40건을 넘어서기 시
작하더니 25일부터는 검사수요량이 100건에 육박하기 시작했다. 음압 텐트는 검사 후 환기와 소
독을 20분 이상 해야하기 때문에 하루에 40명 이상은 검사할 수 없었다. 이렇다 보니 검사가 필요
한 사람들을 당일에 다 검사하지 못하고 다음 날로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서 고민
이 시작됐다. 만약 이 검사 대상자가 감염자인데, 오늘 확진되면 오늘 접촉자들을 바로 격리시키
는데, 내일 확진되면 접촉자 격리가 늦어지고, 그만큼 접촉자의 지역 내 추가전파 가능성이 높아
짐을 의미했다. 결국, 검사 속도가 바이러스 전파속도보다 빨라야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빠른 검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확하고 안전해야 했다. 우선은 검사 인력
을 늘리기로 했다. 의사(공보의)가 하던 검체 채취를 간호직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둘째는 검사시간을 단축시켜야 했는데, 음압 텐트를 소독과 환기 없이 사용한다면 검사대상자
간 전파위험이 있었다. 결론은 음압 텐트라는 실내공간을 나와야만 했다. 즉, 검사자가 아무리 많
아도 검사공간의 혁신 없이는 속도향상이 불가능했다.
이때 간호직 직원 한 명이 제안을 했다. ‘어차피 검사대상자들이 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음압
텐트로 걸어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 차에 타 있는 채로 우리가 차 옆으로 가서 검사를 하면 어
떨까요?’라고 했다. 듣는 순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검증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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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침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러다 만약 검사자에게 전파되기라도 한다면 큰 문제였기에 신
중할 수밖에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바이러스가 만약 차 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야외이기 때문에 비말은 금
방 증발될 것 같았다. 또한, 검사자가 레벨D 보호복, N95마스크, 페이스 쉴드, 글러브를 제대로
만 착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감염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도 수소문해보
니 이미 대구에서는 이런 형태로 검사를 시작한 병원도 있었다.
결론을 내렸다.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늦게 검사할 수는 없으니, 당장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고, 그날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뒤 허락을 받았다. 할꺼면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급
한 대로 야외 텐트를 소방서에서 빌려왔고, 장소는 보건소 앞 주차장으로 정했다. 마침내 드라이
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아이디어가 나온 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운영에 들어갔다.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이날부터 하루 검사자 수가 100명을 훌쩍 넘어도 감당이 가능했고, 많이 한날은 차선을
2차로로 확대하여 하루 400명까지 검사한 날도 있었다. 이 덕분에 확진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었
고, 우려했던 검사자가 감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별진료소는 전국적으로 급속
히 확산되었고, 보건소 중 가장 빨리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한 우리 보건소로 언론취재가 이어졌
다. 절박한 순간에는 때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고,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빨
리 실행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양수산부 전수검사 - 때로는 오버스러운 결정이 골든초이스를 만든다
3월 10일 새벽, 세종시 아홉 번째 확진자가 진단되었는데, 정부세종청사의 해양수산부 직원이
었다. 이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추가 전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에도 그런 사례이길 바랐다. 3월 10일, 우선 가족들과 직장 내 같은 실·국 위주로 접촉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나 해수부 직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되
었다는 연락이었다.
한편 확진된 4명은 소속 실·국이 다양했고 특정 사무실에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전체
에 감염자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직원 전수검사를 검토해보았다. 그래서 곧바로 중앙사
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해수부 전수검사 필요성에 대해 상의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
는 전수 검사보다는 지침에 따라 우선은 접촉자를 중심으로 검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
래서 3월 11일에는 일단 추가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또다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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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월 12일 아침, 더 이상 접촉자 위주의 검사로는 신속한 방역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시장님과 해수부 장관님 간의 협의를 통해 바로 전 직원 795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2개 차선으로 늘리고 검사 인력을 총동원하였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수백 명 전수검사가 처음이라 명단관리, 검사시각 배분, 주의사항 설명, 검체 이송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당연히 많은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과에서 직원들에게 안내문자, 시간 배분, 현장통제 인력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
분에 2일에 걸친 전수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정부세종청사 현장에 드
라이브스루 임시 검사소를 차려서 매우 빠른 속도로 검사를 진행해나갔다. 전수검사 결과 추가
로 확진자 13명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의 전수검사는 성공적인 방역 전략이었다. 해양수산부 집단 발생
이 지역사회로는 전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속해서 접촉자 위주로 검사해나갔다면
추가 확진자 진단 및 접촉자 격리가 늦어져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수검
사를 결정할 때는 비록 지침에 비해 과도한 조치이고 오바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뒤돌아보면 매
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이 대규모 전파의 직전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검사역
량을 일시적으로 총동원하여 짧은 시간에 다수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유행을 뿌리 뽑는 것이
방역에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검사역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유행을 조기에 뿌리 뽑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전파경로를 뒤따라가는 방역밖에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소요되는 인력과 노력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양성에 대한 대처 - 모를 때는 두드리면서 가는 길이 안전하다
4월 초, 대구·경북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다가 다시 PCR 양성을 보이는 재양성 사례가 보
고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들이 전염력까지 있느냐였다. 만
약 전염력까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방역 지침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일 만큼 중요한 문제이
기 때문이다. 당시에 우리 시에도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사람이 12명 있었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 상황보고에서 시장님이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에 대한
재검사를 먼저 제안하셨고, 나 또한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여 재검사를 바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역시나 우리 시에서도 재양성 9명이 확인되었다.
재양성 여부 검사를 할 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유는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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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때까지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을 통한 신규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검사를 했다가 양성이 나오면 또다시 역학조사와 격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필요한 조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호흡기 검체에서 PCR 양성이 다시 나왔다는 것은 전파력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검출된 바이러스 DNA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 조각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
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이후로 확진 후 격리 해제된 분들에게 14일간의 추가 격리를 권고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반복되는 사람도 있었
다. 격리조치가 반복되면서 환자 당사자의 고생도 컸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불확실성 앞에서 아직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는 재검사한 검체를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서 배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
조했고, 마침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재양성은 죽은 바이러스 조각으로 인한 것으로서, 전염력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재차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이에 따라 4월 19일부
터는 더 이상 재양성 여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새로운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우
리 시가 일조했던 것이다.
비록 재양성 검사 때문에 많은 수고를 했었지만, 미지의 병원체 앞에 선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쌓여가는 경험들, 그러나 지쳐가는 직원들 - 조직의 체력이 방역의 승부를 가른다
어느덧 달력은 7월을 향하고 있었고, 1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직원들이 지쳐
갔다. 선별진료소, 핫라인, 역학조사 등은 전체 직원이 순번을 정해 수행하였고, 총괄 업무는 감
염병관리계에서 해왔다. 감염병관리계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고군분투해 주었지만
6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힘듦을 호소했다. 기존의 감염병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든 건 당연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열심히 대응해서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인 듯 보였으나, 5
월 이태원발 확산이 다시 시작되고, 어쩌면 내년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
자 지쳐갔던 것이다. 하지만 총괄직원들을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고민스러웠다. 지금
껏 쌓여진 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새로운 팀이 꾸려지면 2월달 대응수준으로 다시 돌
아갈 거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에게 이것을 몇 년이고 계속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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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는 없는 것이었고, 언젠가는 교체해야 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감염병관리계는 평시 감염병 업무로 다시 돌아가고, 코로나19 대응만 전
담하는 TF를 새롭게 꾸렸다. TF인력은 주로 맞춤형복지 주공사업으로 읍면동에 파견 나가 있던
간호직 직원들을 다시 보건소로 불러들여 구성했다. 이 직원들은 대부분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었지만 젊은 패기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다.
장기간의 감염병 대응은 결국 인력 및 조직관리가 방역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체력이 좋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듯이 말이다. 적절한 인력 교체와 직원들의 역량 강
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의 감사 인사이다. 여러 회사, 가게,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수많은 간식과 응원 편지들을 보내주었다.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는 것 같아 송구할 정도였고, 일일이 답례를 하지 못해 죄송하기도 했다.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지쳤을 때, 이러한 응원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뭉클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K방역의 최전선에는 보건소가 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힘을 냈
으면 한다. 수시로 변하는 지침, 끝이 없는 검사, 밀려오는 해외입국자, 밤을 새워 입력해야 하는
검사 건들, 감염의 위험, 접촉자 분류의 불안함, 통제가 어려운 자가격리자·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한 불만 등등 현장에서 겪는 보건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왔
고, 또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 보건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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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관 협력모델
호흡기 클리닉 운영사례
구성수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소장

1.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국내에도 빠른 속도로 퍼
져나갔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11월 1일 현재 26,635명의 환자가 발
생했다.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사
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방역정책을 수행해왔다. 방역 조치를 동원한 억제 정책과 빠르고 신
속한 진단검사로 인해 최근 국내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에 있어 의료의 최초 접촉점인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환자의
최초 접촉점으로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환자 개인의 건강,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의료자원 소모량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선별검사 및 호흡기질환 1차 진료 기능을 전담하는 전국 최초
민·관 협력모델의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그 운영사례를 다른 보건소에서 참고할 수 있
도록 공유하고자 한다.

2. 호흡기 클리닉 운영 배경
대구시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수도권에도 환자가 속출하였다. 하남시도 언제 지역사회 유
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 질병 특성상 무증상감염자가 10% 정도이고 잠복기
4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범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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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개원가에서는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 진료를 두려워하고
일반 시민들도 감염을 두려워해 병원방문을 꺼리고 있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선별진료소의 기능이 동네 곳곳 좀 더 많은 의료기관 내에 정식 인프
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발병 즉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빨리 감지해낼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환자가 코로나19가 아닐까?’ 염려해 진료를 기피 하게 되는 상황을 해
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남시 보건소는 관내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전담 (가칭) 호흡기감염클리
닉을 설치하면 의료보험수가의 3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
부분의 1차 의료기관들이 환자감소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렸고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이 근린상가 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환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구
조라서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동선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건소는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보건소가 장소를 마련하여 동선 분리가 확실한
호흡기 클리닉을 설치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각자 운영하는 의원의 문을 닫고 순번을 정해 잠깐
씩 오셔서 환자를 봐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금세 의사 11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역
내 군부대에서도 군의관을 보내주기로 하여, 보건소에서는 하남시 호흡기 클리닉 운영안건을 하
남시 코로나의료협의체에 정식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협의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관·군협력 모델로 호흡기 클리닉 운영을 결정하였다. 이
에 하남시장님의 특별 배려로 시청과 보건소 옆에 위치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그 당시 리모델링을 앞두어 비어 있던 신장도서관을 호흡기 클리닉 장소로 결정하였다.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20년 3월 7일 리모델링에 착수하여 3월 12일 신장도서관 1층에
‘호흡기감염클리닉’을 개소하게 되었다.

3. 호흡기 클리닉 운영 경과
●

2020년 1월 27일 보건소 대책회의 결과, 감염병 전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소 기능전환
을 결정한 후 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업무 조율 필요성이 대두되어 1월 30일 하남시
민·관·군 의료협력 간담회 및 민·관·군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소의 기능이 전환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 언론브리핑을 하였다.

●

지역사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유행 초기부터 마
스크 지원 등( 3차례 지원, 특히 마스크품절로 의료기관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시기)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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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통을 해왔으며, 대구시의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면서 보다 체계적 협력을 위해 2월 27
일 의료협력 핫라인 구축을 위한 ‘하남시 코로나19 대비 의료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의사회와 보건소의 의견조율과 업무협의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는 운영 중지된 건강버스 상담의사를 의료협력 소통담당관(전직 보건소장, 메르스 경험)으
로 배치하였고, 의사회에서는 전 의사회장 등 2명(구시가지 대표, 미사지구 대표)을 의료협
력담당관으로 선임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교류, 의사회 건의사항 협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 개설(하남시 코로나19 소통방) 및
환자의뢰서(서류) 대신 핫라인을 위한 감염병 핫라인 운영 전용 핸드폰을 개통하였다.

●

의료협의체는 보건소장과 의사회장, 소통담당관, 의료협력담당관,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
과목의 개원의 대표(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 자원 협력
건강보험공단, 관내 군부대,
하남시의사회 및 관내 의사 등

지역사회 의사회 적극 참여
보건소와 의사회 회원들 간
단톡방 구성 및 주요사항 논의

코로나19 대응 교육 실시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강성욱 교수>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 참여 의료인,
보건소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 교육 실시 및
호흡기 감염클리닉 운영방안 논의

1. 30.
민관군
의료 협의체
2. 3.
보건소
기능전환

하남시 방역대책반 운영

3월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외부 전문가 자문

2월 3일부터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한 업무 조정

2. 2.
의료협력
핫라인
호흡기감염클리닉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자문

3. 10.
코로나19
대응교육
3. 12.
호흡기
클리닉 운영

도서관정책과 협조
리모델링 준비를 하던
신장시립도서관의 공간 제공

그림 1. 호흡기 클리닉 운영 경과

4. 호흡기 클리닉의 역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발열, 기침, 인후통 및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며, 코로나19 의심 시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실로 연계하여 코로나19 검사
4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범활동 사례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267

하남시보건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범활동 사례

도 동시에 시행하여 감염병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바이러스 추가 전파 위험성을 감
소시키고자 하였다.

5. 호흡기 클리닉의 업무 흐름
●

환자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먼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하는 대상자가 호흡기클리닉으
로 바로 방문할 경우 대기 중 교차 감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보건소 의사가 아닌
민간 전문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함

●

일단 전화 통화 시 1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 관리 의사가 다시 검토한 후
선별진료소로 갈지 호흡기클리닉으로 갈지를 결정함

●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환자 중 접촉력이 있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하
남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연락하여 예약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게 됨. 그러나 접촉력
이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클리닉으로 전화
예약을 함

●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시민도 하남시에서 홍보한 내용을 보고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
우 호흡기클리닉으로 직접 전화예약을 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심자 전화상담
감염위험요인, 임상증상 등 역학조사(보건소 기초사례조사팀)

환자분류
보건소 관리 의사가 역학적 관련성 조사 내용 확인 후
선별하여 선별검사 또는 호흡기 클리닉으로 환자 분류

선별진료소 예약
(역학적 관련성 높을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
(상하기도 검체 채취)

Positive (확진자)

Negative (결과음성)

병원이송

일정기간 격리 후 해지

그림 2. 호흡기 클리닉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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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뢰

호흡기감염클리닉 예약
진료
필요시

역학적 관련성 낮을 경우
단순 호흡기 질환(병원 의뢰 건)

호흡기감염클리닉 방문

코로나19 의심

의심 안됨
처방/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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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자원
1) 시설
●

리모델링 준비 중인 신장도서관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하남시 호흡
기 클리닉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음

●

배치원칙
① 진료소 입구와 출구는 겹치지 않도록 배치함
② 건물 내부 이동 동선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함
③ 대기장소의 의자는 최소한 2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교차감염을 예방함
④ 접수장소와 진료실은 각각 음압 장비를 가동하여 혹시 모를 에어로졸 감염에 대비함

그림 3. 호흡기 클리닉 진료 동선

2) 인력
① 보건소 지원 : 총 7명 (접수요원, 간호사, 행정보조 및 소독요원 )
② 진료의사 : 1명 (하남시의사회에서 매일 1명씩 자원봉사)

3) 운영예산 및 장비, 물품 : 보건소에서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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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 결과
▒ 호흡기 클리닉 운영 실적

(3월 12일 ~ 9월 22일)

금일 실적(9. 22)

누계 실적(03. 12 ~ 9. 22)

방문

처방

검사의뢰

방문

처방

검사의뢰

8명

8건

6명

391명

378건

145명

비고(특이사항)
의료기관 진료의뢰: 53건

8. 기대효과
공중보건의 정의에도 있듯이 지역사회 보건문제의 해결에는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
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영역에서 민간 부분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민간의료기관의 협력 없이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구시의 대유행에서
보듯이 공공자원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민간의 협력이 필수였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하남시처럼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보건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사회의 협력
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하남시
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2009년)과 메르스(2015년) 때 협력한 경험이 있고 적극적인 의료인들
의 참여로 쉽게 추진이 되었다. 하남시는 앞으로 다른 감염병의 위기가 닥쳐도 지역 상황에 맞는
민·관 협력모델을 바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9. 향후 계획
현재 신장도서관에 임시로 설치한 호흡기 클리닉은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진
자 수가 증가하며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3시간 동
안만 진료하던 것을 오후까지 진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호흡기 클리닉 진료와 코로나19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case가 증가하여 호흡기 클리닉
진료 후 필요할 경우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워크스루 검사실을 호흡기 클리닉 주차장에 설치하
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19 제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보건센터 내 1층에 상시 운영할 수 있
는 음압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향후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소와 미사보건센터 2곳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남시의 대응능력
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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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 대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험과 제언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

1. 2020년 봄 대구의 코로나19 상황
2월 18일 대구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다음 날부터 10명, 23명, 50명, 70명, 148
명의 순으로 매일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환자 발생 6일이 경과 후 첫 사망자가 발생했
고, 10일 후인 2월 27일에는 누적환자 수가 1천 명을 넘었다. 2월 29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741명으로 정점에 치달았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종합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관의 응급실이
폐쇄되고 환자를 접촉했던 의료진들이 자가 격리되고 입원 병동이 폐쇄되는 등 의료체계의 공황
상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음압
병실이 부족해 거의 2천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을 못 했고 그중 일부는 집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
하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다.
1월 중순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산발적으로 역학적 고리가 확실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양상에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변화한
것이다. 대구시는 공무원, 의사회,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시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를 만
들었고, 정부도 질병관리본부의 즉각 대응팀과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대구에 파견하고 2월
23일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우선 지역 내 병원의 병상 확보와 함께 전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
였다. 입원을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을 위한 대구시의사회 자원봉사단의 전화 상담과
함께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도 추진되었다. 특히
대구시의사회원 170여 명이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매일 상담하고 환자 상태를 파악한 것과
3월 2일부터 운영된 생활치료센터는 집에 대기 중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걱정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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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감염력이 높은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충분한 의료인력이 있어야 하고 이들 의료진을 감염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엔 의료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구 없이 환자와 접촉하였기
에 의료진이 2주간 격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나, 이후 방역지침의 변경과 보호구 지급 등으
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었다. 지역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달려와 준 자원봉사의료
진들과 정부가 지원한 공중보건의사, 군병원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들의 노력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던 환자들의 진료와 검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및 대구시는 환자 진
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도 지원하고, 병·의원에 의료용 마스크 등 보호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었다.
환자 진료체계가 잡혀가니, 감염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의심환자 및 접촉자들의 발견과 검사
를 위해 신천지 신도,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의료인과 환자, 간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존 검사 방법을 개선한 드라이브 스루 검
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용하게 되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12일 이후 백 명 아래로 감소하였고, 완치 후 격리 해
제된 환자가 신규 확진 환자보다 많은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 51일째 되는 4월 8일 이후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였고 5월 이후는 아예 없거나 3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결국은 금년 봄 대구에서의 코로나19는 6월 초순 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880여 명을 기록하
고는 1차적으로 안정화되었다.
전 국민이 노심초사하던 2020년 봄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발생이 잘 관리되어 수도권을 포함
한 우리나라 전역으로의 대규모 확산은 막았다. 이 기간 동안 대구는 전 지역의 자발적 봉쇄로 경
제와 사회생활에서 큰 피해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의 성공적 관리로 인해 대한민국이 방
역 모범국가로 불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유럽, 미국, 일본, 중동,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팬데믹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9월부터 매일 100명 이상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정부는 최선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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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경험
2020년 3월 2일부터 1개월 동안 15개의 생활치료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코로나19 확진자 중
2,700명 이상의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 입소하여 치료를 받았다. 당시 신천지교회 신도들을 중
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방역 당국은 메르스 방역 경험에 의한
치료지침에 따라 확진자들을 순서대로 병실에 입원시키고 있었다. 2월 하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격리 병상은 포화되었고, 대구에서만 입원을 기다리며 집에서 사망한 환자가 4명에 달
했다. 온 도시가 마비되며 정부에서 대구의 도시 봉쇄와 같은 위협적인 언어를 구사하자 시민들
은 공포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건강한 성인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쾌될 수 있지
만 고령 환자 및 당뇨나 암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사망률은 높았다. 따라서 사망률이 높은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즉, ① 코로나19 확진자를 나이와 혈압과 체온, 그리고 임상 증상 등을
기준으로 최중증, 중증, 중등도, 경증으로 분류하고, ② 해열제를 복용해도 체온이 38도를 넘거
나 65세 이상, 당뇨 등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③ 경증 환자는 생
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나머지 3단계의 환자들은 정도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음압격리병실 등
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새로운 대응 체계가 대구의 첫 확진자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후 완성된 것
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를 격리해 생활 및 의료지원
을 하는 시설이다. 국가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병원’은 아니지만, 전담의료진을 배
치해 센터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하였다. 이
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도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
활치료센터나 환자 본인의 집 등에서 요양하도록 하였다.
생활치료센터가 도입된 배경은 집에서 사망하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환
자들을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고 중증 환자들은 상급병원 중환자실에 빨리 입원시키고 경증으
로 분류된 환자들은 직원 연수원 등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여 이곳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이
었다. 그러나 생활치료센터 도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환자들을 수용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법규가 따로 없어 만약 의료사고가 생기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설치를 꺼렸다. 실제로 생활치료센터의 의료
기관으로서의 법적 자격에 관한 의문이 계속 있었고, 입소환자들이 평소에 복용하던 약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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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접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다시 거쳐서 배달로 받아 전하는 등의 우
여곡절이 있었다.
2020년 3월 1일 정부는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하는 사례
를 막고자 대구의 첫 생활치료센터인 대구1 센터를 3월 2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전격적으로 발
표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입원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5,378명 가운데 약 42%인 2,252
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 이들을 격리할 시설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 전국 최초로 운
영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는 첫날 예정된 100명의 경증 환자가 119구급차를 타
고 속속 도착했다. 이 중 39명은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증
세가 가벼운 환자들이었고 나머지 61명은 각 지역 보건소의 관리하에 자가격리 중인 대기자들이
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담병원의 의료진이 중심이 되어 입소한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전담병원의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공중보건의, 자원봉사하는 간호인력과
함께 생활치료센터에 상주하였다. 1인 1실 숙소에서 격리돼 지내는 환자들은 지급받은 개인 체
온기로 매일 2회 체온을 보고하였다. 병원 의공학과에서 개발한 전용 앱(App)을 핸드폰에 설치
해두면 자료 입력이 쉽고, 입원 중 이상 증세가 있으면 즉시 전화로 연락하면 전담의료진이 대면
진료를 하고 필요시에는 약 처방을 하게 된다. 각 센터에는 폐렴 검사를 위한 X-레이 장비가 설
치되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은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1주 뒤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오면 귀가시킨다. 만약 중간에 상태가 악화하
면 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집중치료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대는 대구에 생활치료센터로 쓸 장소가 부족하자 경북대 학생들을 설득하는 어
려운 과정을 거쳐 365실의 기숙사 동을 비워 제2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였다. 제2 생활치료센터
로 지정해 운영한 3주 동안 확진자 373명이 입소해 병원이송 10명, 타 센터 이송 79명을 제외하
고 짧은 기간 내 76%가 완치되어 퇴소하였다.
필자는 대구의 중앙교육연수원에 설치된 우리나라 첫 센터인 대구1 생활치료센터근무를 시작
으로 경북대학교 학생 기숙사를 활용한 대구2 생활치료센터에 자원 근무했다. 대학병원에 근무
하는 임상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위축된 우리 이웃을 위해 아무 도
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서 벗어나, 무엇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자
원근무를 결정했다. 병원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체채취 당번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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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으나 일손이 부족한 검체채취 현장에 자원한 상태였는데, 3월 2일 대구에 생활치료센터가
생긴다는 이른 아침 뉴스를 듣고 이런 일은 내가 적임자인 것 같아 자원하게 되었다.
첫 주는 혁신도시 중앙교육연수원에 최초로 설치된 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했고 그다음
주부터는 경북대 기숙사에 급하게 설치된 대구2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지원을 총괄하게 되었다.
4월 말까지 대구 경북과 인근 시도에 총 16개의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되어 별다른 불상사나 사
망자 없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했던 의료진, 자원봉사
자, 공무원들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모를 감염에 대비해 외부출입은 물론 가
족과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완치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을 보며 큰 보람
을 느꼈고 그들이 남기는 위로와 고마움의 편지에 위안을 얻었다.

3. 대구 코로나19의 교훈 및 제언
금년 봄 대구의 코로나19 사태는 2개월 이내에 빨리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되돌
아보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방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가 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불안하기만 하다.
2월부터 3개월 동안 엄청난 환자 발생에 대한 우리의 대응시 부족한 점을 다시 복기해 본 경북
의대 김건엽 교수의 의견을 옮겨본다.
첫째, 코로나19의 감염력은 엄청 높으나, 메르스에 비해 치명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
나 이러한 사실을 초기에는 알기가 어려웠으므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던 2월 중순 이후에도
2015년 메르스 환자 진료 시에 마련된 음압병실 및 격리 지침에 따라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
진자들을 순서대로 병실에 입원시켜서 중증 환자는 오히려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 후 논의를 거쳐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했으나 그와 연동된 병상의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결국,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방역지침의 개정으로 해결되었으나, 이 과
정에서 중앙정부와 현장인 대구시의 조율이 쉬운 게 아니었다.
둘째, 초기부터 고위험군 집단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취약계층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 이들을 예방·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했었다. 물론 하루에 엄청난 환자가 진단되는 재난적인 지
역사회감염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쉽지가 않았다. 이러한 대처를 조기에 시행하였더라면 대구지
역에 발생한 확진자 수와 160명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방역의 주체는 방역 당국뿐 아니라 대구시민이 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최근 방역을 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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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시
민생활수칙과 생활방역 실천지침 준수를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헌신적인 참여가 이번 대구 코로나19 사태의 성공적 대
응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인프라의 추가
적인 확보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대구의 코로나19 정복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외에도 민간차원에서 엄청나
게 많은 자원봉사자 및 물적 지원이 있었다. 드라이브 스루 검진과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보인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우스갯소리로 2020년 봄 대구의 코로나19는 신천지 종교집단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도 있
다. 지역사회의 깜깜이 감염보다는 대부분이 젊은 연령인 신천지 신도들 중심으로 발생하였기에
비교적 역학 관리가 쉬웠기 때문이다. 비록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컸다.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의무복무 형태로 국가의 공공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던 공보의, 군의관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진료와 검체채취 업무를 맡
아 주었기 때문이다. 마침 대구동산병원이 새로 건축한 병원으로 이전한 후 비어있었기에 민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병원과 함께 즉시 코로나19 전담 입원 의료기관으로 전환되어 입원
환자 진료를 잘 수행해 준 것도 큰 힘이 되었다.
이번 대구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일본 전문가 및 언론과 함께 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어떻게 이 많은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즉시 근무처를 떠나 대구로 향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
문을 했고, 또한 그렇게나 많은 의무복무 의사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었는지 신기하
다고 하였다.
2020년 대구의 코로나19 광풍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생활치료센터라는 특수 시설이 없었다
면 예상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기관들도
뜻을 같이하고, 힘을 보태어 생활치료센터는 16개까지 운영되었다. 공공기관과 기업 연수동 등
에 둥지를 튼 센터는 최장 60일간 운영됐으며, 3천25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해 치료를 받았다.
센터에는 그동안 1,611명이 근무했으며, 이 중 의료진이 701명, 중앙부처·군·경찰·소방 등에서
478명, 대구시 공무원 432명도 파견되어 근무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타지에서 온 의료지원 인력
에게는 조금 낯선 시스템이었으나 곧 적응되었기에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다. 대구시와 복지
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군인과 경찰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환경단체 등 여러 직종의 근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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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명감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하였다.
다만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심리적 고충을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처음에는 집에 홀로 격리되어 공포감으로 죽을 것 같았다던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오래 입소되어 있으면서 가장 힘들어한 것은 문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엄격한 격리였다. 입소 후 몇 주가 지나자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공
포감이 엄습하는 전염병 환자의 치료나 격리시설에는 심리치료와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함
을 느꼈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마련했던 이른 아침의 집단 체조와 온라인 음악감상회가 퇴
소 시 환자들이 평가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답변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갑자기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 전체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센터장의 부재가 아쉬웠고, 근
무 인원이나 시설·장비가 미비한 점도 있었다. 진행시켜야 할 일은 많으나, 최종 순간까지 같이
근무할 인원이 어디에서 몇 명이나 오는지 알 수 없었던 막막함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다. 특
히 초창기에는 방역 장비가 부족하여 불편하였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였기에 의료인
조차도 코로나19와의 전장에 나서지 않거나, 파견되어왔더라도 가능한 한 접촉을 회피하여 운영
상의 애로점도 있었다. 센터이긴 하나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나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처음
부터 끝까지 각 부처 파견 인원들끼리의 협의체 성격으로 유지되었다. 의료기관은 아니나 환자
진료와 후송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고려하여, 향후 의료인이 총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 의료인과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무원, 경찰, 소방, 전산·행정지원 등 각 분야 인원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매우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4. 맺음말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방역당국은 철저한 역학 조사와 사후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망률
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은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적 격리를 준수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준비된 나라만이 국민을 지켜낼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철
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폭발적인 감염병의 발생 시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
며, 정부와 민간은 단결하여 의료체계를 잘 유지하고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자를 보호하여야 한
다. 이는 의료인과 방역 당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반복될 전 세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
일 것이다. 의료인들도 이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
라는 사명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범활동 사례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277

지역거점 공공병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범활동 사례

코로나19로 막다른 곳 몰린
최빈계층 환자 돌볼 기반 마련해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코로나 대응사례
김석연
대한공공의학회 회장,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원장

1. 서론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서울시립병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 2015년
MERS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대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료원이 먼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환자를 소개疏開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등 모든 종합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동부병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아 시립병원 중 유일하게 일반진
료를 시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남게 되었다. 서울시 방역 지원을 위해 역학조사관, 감염전담병원
파견, 선제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동부병원은 매일의
감염대책 회의를 통해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서 나온 대책들을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기에 내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2. 동부병원의 역할
1) 코로나19 지원병원 역할
동부병원은 지정병원 소개에 따른 취약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원 받기 시작하였다. 각 병
원들이 소개를 시작하면서 아무도 모셔갈 분이 없는 취약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원받았다.
각 병원에서 약 60분 정도의 환자를 전원 받았으며 약 10분은 아직도 입원해 있는 상태이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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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에 와상이며, 욕창 등을 가진 환자로 진료에서는 손이 많이 가고 수익은 적어 직원들은 힘
들어하고 경영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원병원의 역할을 하
기 위해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계속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2) 선별진료소 운영 - ‘세이프티 가드’
동부병원은 서울시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부탁받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코로나19 소개환
자를 전원 받고, 일반진료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이었다. 인력도 부족하고, 방호복과 마스크도 전담병원 위주로 공급되는 상황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많은 회의를 통해 동부병원만의 선별 진료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세이프티 가드’라고 명명하는 이 시스템은 의료진은 양압이 걸린 부스에서, 환자는 음압
이 걸린 부스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문진은 인터폰을 통하여 시행하고, 검사는
wall glove 형식을 차용하여 수행되어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접촉이 전혀 되지 않
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면서 겁을 먹던 의료진도 현재는 덴탈 마스크 정도
만 착용하고 진료소에 출입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소진이 충분히 방지되
었으며, 방호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비용도 꽤 절약할 수 있었다. 처음 설치할 때는 비용이 일
반 선별진료소보다 700만 원 정도 더 들어 한소리 듣기도 했지만 완전한 시스템으로 평가되어
많은 병원과 보건소가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 도면을 원하기도 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경

그림 1. 세이프티-가드 평면도와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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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 - 보건소 건강진단서 업무 협조
동부병원은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보건소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건소 건강
진단서(구 보건증) 업무가 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업무를 대신 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
다.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은 꼭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모든 보건소가 선별진료에 매진
하느라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경

이에 동부병원은 보건소 수준의 비용을 받고 발급
업무를 시작하였다. 현재 약 10,000건의 보건증이 발
급된 상태로 동부병원이 공공영역에서의 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동부병원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4) 서울시 업무 지원
서울시에서 열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의 안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다. 당시 코
로나에 대한 공포로 접근조차 안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공공병원
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안치를 시작하였다. 환자가 사망하면 검안의가 먼저 검안을 하고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하며,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시신을 두 겹으로 싸서 병원으로 모셔온다. 검사가
나올 때까지 안치실(감염 예방 시스템이 있는)에 안치한다. 비록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시민들의
난감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동부병원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
을 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환자에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사
각지대에 내몰린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형 돌봄을 위해 취약계층 입원환자의 퇴원 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층 로비 중앙
에 공공의료를 위한 ‘서울케어 존＊’설치 공사가 시작되어 포괄적인 공공의료를 시행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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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민 대상 ‘적극적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안심부스도 설치하였
다. 또한 상반기 실시했던 비대면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장한 ‘서울케어’를 시작으로 보편적이고
능동적인 언택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현 상황을 반영하여 ‘위드
코로나’(with corona),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진정한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서울케어 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다목적 시설로 외래 중앙부에 설치하
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 적극적 독감예방접종: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위데믹 상황을 막기 위하여 독
감 전용부스를 설치하여 일시에 많은 인원이 원내로 몰려 생기는 감염의 위험을 막고, 효율적
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내부는 양압과 음압 시설을 설치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위험성을 없앤
시설이다. 1일 약 500명의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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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역대 임원진 명단
제1대 임원진 | 2000~2001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도종웅

국립의료원

원장

부회장

문인홍

서울시 광진구보건소장

소장

부회장

전혜정

서울시 성동구보건소장

소장

부회장

문강

전남 장성군보건의료원장

원장

부회장
부회장

박진석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임기만료

박준명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

부회장

이권전

국립경찰병원

원장

부회장

김근우

지방공사 강남병원

원장

부회장

서용선

지방공사 공주의료원

원장

감사

황민홍

전남 강진군보건소

소장

감사

윤배중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원장

총무이사

오원용

국립의료원

치료방사선과장

기획조정이사

박찬병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원장

의료정책이사

이준영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원장

김혜경

경기도 구리시보건소

소장(경기도로 전보되어 사임)

김은미

경기도 구리시보건소

소장

정은경

국립보건원 훈련부

연구관(보건복지부로 전보되어 사임)

김지희

국립보건원 훈련부

연구관

법제이사

정유진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소장

의료정보이사

정기현

충북 옥천군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김진삼

경북 김해시보건소

소장

무임소이사

김강회

지방공사 강릉의료원

원장

무임소이사

김은미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소장

무임소이사

정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중보건의사

학술간행이사
교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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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임원진 | 2002~2003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이권전

국립경찰병원

원장

부회장

김강회

강원도 강릉의료원

원장

부회장

김진삼

경남 김해시보건소

소장

부회장

서동엽

국립경찰병원

부회장

심윤상

원자력병원

원장

부회장

윤배중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원장

부회장

이홍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임경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

감사

이동구

대구시 대구의료원

원장

감사

탁양주

충남 괴산군보건소

소장

총무이사

박양희

국립경찰병원

총무간사

원형섭

국립경찰병원

총무간사

이인영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

기획이사

이준영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학술이사

신영민

서울시립 강남병원

학술간사

변창규

국립경찰병원

정책이사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교육이사

김지희

국립보건원 훈련부

법제이사

정경은

서울시립 아동병원

정보이사

조종희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소장

정보간사

박유미

서울시 노원구보건소

소장

정보간사

장인숙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배은경

서울시 서초구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허길자

경기도 파주시보건소

소장

공보이사

박찬병

경기도 수원의료원

원장

국제협력이사

오원용

국립의료원

치료방사선과

의무이사

김창엽

서울의대

교수

의협대의원

전혜정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소장

공보의담당이사

이재천

충북 진천군백곡보건지소

지소장

고문

도종웅

국립의료원

원장

원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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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임원진 | 2004~2005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심윤상

원자력병원

사임

김강회

강원도 강릉의료원

원장

이사장

이창준

국립의료원

부장

부회장

최순호

울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김형수

충남 청양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부회장

박찬병

경기도 수원의료원

원장

부회장

장동원

국립서울병원

원장

부회장

정통령

보건산업진흥원

공중보건의사

부회장

조성억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감사

김혜경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소장

감사

신영민

지방공사 강남병원

정신과장

총무이사

김종흥

국립의료원

일반외과장

총무간사

양상규

국립의료원

진단방사선과

학술이사

진홍용

국립경찰병원

마취과장

학술간사

진태경

국립경찰병원

신경외과장

정책이사

박형철

광주시 동구보건소

소장

정책간사

신혜정

국립의료원

소아과

지역보건이사

윤재원

충북 충주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지역보건이사

조종희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소장

정보이사

황택근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의약과장

정보간사

박유미

서울시 노원구보건소

관리 의사

홍보이사

이준영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원장

공보의담당이사

이정렬

경기도 이천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교육이사

김지희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연구관

기획이사

홍석일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무임소이사

박양희

국립경찰병원

진단방사선과장

법제이사

이문형

강원도 원주의료원

원장

고문

도종웅

국립의료원

원장

고문

이권전

국립경찰병원

원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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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임원진 | 2006~2007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홍석일

원자력병원

원장

이사장

조성억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이준영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부회장

진흥용

국립경찰병원

부회장

박찬병

경기도 수원의료원

원장

부회장

권선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최순호

울산시 동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송시원

전북 남원의료원

원장

부회장

이동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

감사

신영민

서울시 서울의료원

감사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소장

총무이사

조종희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총무간사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과장

학술이사

이경인

국립경찰병원

학술이사

함진경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학술간사

민승기

국립경찰병원

학술간사

우선옥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공보의담당이사

김원장

보사연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교육이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기획이사

조철구

원자력병원

법제이사

이현숙

경기도 여주군보건소

재정이사

김완호

국립재활원

정책이사

정운진

서울시립 은평병원

지역보건이사

송근영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지역보건이사

박향

소장

공중보건의사

소장

공중보건의사

광주시 서구보건소

정보이사

김인국

서울시 송파구보건소

정보간사

박유미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홍보이사

김진삼

경남 김해시보건소

공보이사

성상현

서울시 서울의료원

소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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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무임소이사

문인홍

서울시 용산구보건소

소장

무임소이사

박민수

서울시 보건정책과

과장

고문

도종웅

우리들병원

고문

이권전

전 경찰병원장

고문

심윤상

원자력병원

고문

김강회

강원도 강릉의료원

고문

이창준

국립의료원

제5대 임원진 | 2008~2009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조성억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이사장

유병욱

서울시 서울의료원

원장

감사

이준영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감사

권선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소장

총무이사

김민기

서울시 서울의료원

총무간사

박태환

서울시 서울의료원

학술이사

이봉신

서울시 중랑구보건소

학술이사

민학진

서울시 서울의료원

학술간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학술간사

안진영

서울시 서울의료원

공보이사

조병채

청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교육이사

류영철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소장

기획이사

이상형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법제이사

안영준

국립경찰병원

재정이사

성상현

서울시 서울의료원

지역보건이사

이재혁

백산 보건지소

지역보건이사

박향

광주시 서구보건소

정보이사

고임석

국립의료원

정보간사

이종윤

국립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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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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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홍보이사

배은경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소장

정책이사

조종희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공보이사

박기호

국립암센터

무임소이사

이화경

서울시청

무임소이사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고문

도종웅

인천21세기병원

고문

이권전

이권전내과

고문

심윤상

원자력병원

고문

김강회

동해동인병원

고문

이창준

삼육재활병원

과장

제6대 임원진 | 2010~2011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유병욱

서울의료원

원장

이사장

권선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조종희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홍인표

국립의료원

성형외과장

감사

성상현

서울의료원

흉부외과

감사

문명성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소장

총무이사

엄혜숙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

소장

총무간사

곽성신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1차진료과장

공보의이사

박광선

영등포교도소

공중보건의사

교육이사

이도훈

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

기획이사

이상형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신경외과장

법제이사

소윤섭

서울시립 동부병원

외과

재정이사

배은경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소장

학술이사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학술이사

박세혁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과장

학술간사

우선옥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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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학술간사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방사선과

지역보건이사

차민수

강원도 춘천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지역보건이사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소장

정보이사

이소라

부산시 금정구보건소

소장

정보간사

박태환

서울의료원

신경과 과장

홍보이사

김진학

국립 경찰병원

산부인과

정책이사

김진삼

경남 김해시보건소

소장

공보이사

박기호

국립암센터

재가암환자지원과장

무임소이사

전영진

경기도 송탄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무임소이사

모현희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

과장

고문

조성억

보건사회연구원

고문

김강회

고문

이창준

서울시립 동부병원

고문

박찬병

강원도 삼척의료원

고문

이준영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제7대 임원진 | 2012~2013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권선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소장

이사장

홍인표

국립중앙의료원

부원장

부회장

성상현

서울의료원

흉부외과

부회장(서울 지회장)

조종희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감사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감사

엄혜숙

서울시 영등포보건소

소장

총무이사

박세혁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과장

총무간사

박종민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학술이사

남홍우

국립중앙의료원

당뇨갑상선센터장

학술이사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학술간사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방사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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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학술간사

우선옥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장

기획이사

김민기

서울의료원

부원장

법제이사

김완호

국립재활원

근골격 재활과장

재정이사

배은경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황택근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김진삼

경남 김해시보건소

소장

정보이사

김진학

국립 경찰병원

산부인과장

홍보이사

홍혜정

서울시 중구보건소

소장

정책이사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소장

공보이사

김인국

서울시 송파구보건소

소장

무임소이사

황승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무임소이사

박유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

의료정책팀장

고문

조성억

이림의원

원장

고문

유병욱

고문

박찬병

강원도 삼척의료원

원장

고문

신영민

서울시립 북부 노인병원

원장

고문(경남지회장)

이부옥

경남 창원시보건소

소장

고문(강원지회장)

이준영

강원도 강릉의료원

원장

고문(인천지회장)

김종흥

인천적십자병원

원장

제8대 임원진 | 2014~2015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소장

이사장

홍인표

국립 중앙의료원

성형외과

부회장

조종희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이경인

국립 경찰병원

부회장

박세혁

국립 중앙의료원

일반외과

부회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

부회장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소장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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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총무이사

김석연

서울의료원

내과

총무간사

김민정

국립 중앙의료원

학술이사

강영아

서울시 중랑구보건소

과장

학술이사

진성찬

국립 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학술간사

조준성

국립 중앙의료원

교육이사

변창규

국립 경찰병원

기획이사

이범석

국립 재활원

홍보이사

김강현

국립 중앙의료원

지역보건이사

황택근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이사

이향숙

서울시 중구보건소

국제협력이사

김재윤

국립 중앙의료원

정보이사

안혜선

국립 중앙의료원

법제이사

정보경

국립 중앙의료원

정책이사

정의식

국립 중앙의료원

재정이사

조영중

국립 중앙의료원

무임소이사

박송훈

경북 포항의료원

서울지회장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경남지회장

김천태

국립 마산병원

원장

전남지회장

김대연

국립 목포병원

원장

경남지회장

허목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소장

경기지회장

심평수

경기도 이천시보건소

소장

인천지회장

조승연

인천시 인천의료원

소장

소장

평의원회 명단 | 2014~2015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조종희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부회장/지회장

김천태

국립 마산병원

원장

부회장

이경인

국립 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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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부회장

박세혁

국립 중앙의료원

부회장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부회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지회장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지회장

김대연

국립 목포병원

지회장

허목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소장

지회장

심평수

경기도 이천시보건소

소장

지회장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평의원

최정수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평의원

정기만

경남 거제시보건소

평의원

배기수

경기도립의료원

평의원

민승기

국립 경찰병원

평의원

고진수

국립 경찰병원

평의원

민진홍

국립 마산병원

평의원

황수희

국립 마산병원

평의원

황춘하

국립 중앙의료원

평의원

박종민

국립 중앙의료원

평의원

김미경

경기도 군포시보건소

소장

평의원

이홍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보건소

소장

평의원

김영식

부산의료원

평의원

안병선

부산시 진구보건소

소장

평의원

김요한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소장

평의원

조영수

서울시립 북부병원

평의원

송관영

서울의료원

평의원

안진영

서울의료원

평의원

최정화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

평의원

방예원

인천의료원

평의원

이봉신

서울시 중랑구보건소

평의원

황혜경

경남 진주시보건소

평의원

강명구

경남 창원시보건소

소장

소장

원장

소장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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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9대 임원진 | 2016~2017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사장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

부회장

권용진

국립 중앙의료원

부회장

조숙

부회장

박형철

부회장

허목

부회장

서울시립 북부병원

원장

국립 소록도병원

원장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이홍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보건소

소장

부회장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감사

성상현

국군수도병원

흉부외과

감사

홍혜정

서울시 중구보건소

소장

총무이사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총무간사

박현정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학술이사

우선옥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학술이사

나백주

서울시

학술간사

임용옥

서울시 광진구보건소

과장

학술간사

서해숙

서울시립 서북병원

부장

편집이사

이진용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기획이사

이소라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소장

홍보이사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책이사

김미경

경기도 군포시보건소

소장

교육이사

송정흡

경북대학교

재정이사

박찬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국제협력이사

손환철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정보이사

오상철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소장

법제이사

김석연

서울의료원

내과

지역보건이사

하현성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이향숙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무임소이사

박송훈

경북 포항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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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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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무임소이사

진성찬

국립 중앙의료원

서울지회장

나백주

서울시

인천지회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

원장

부산지회장

허목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경기지회장

이현숙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소장

전남지회장

김대연

국립 마산병원

원장

강원지회장

이승준

강원도 속초의료원

원장

제10대 임원진 | 2018~2019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회장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소장

이사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

부회장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

원장

부회장

김석연

서울시립 동부병원

원장

부회장

하현성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부회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

감사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감사

김미경

경기도 군포시보건소

소장

총무이사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총무간사

이혜원

서울의료원

학술이사

서해숙

서울시립 서북병원

부장

학술이사

임옥용

서울시 종로구보건소

소장

학술간사

박선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학술간사

이주영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편집이사

이진용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기획이사

이소라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기획이사

손환철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과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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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홍보이사

염혜영

서울시립 서남병원

홍보이사

김요한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정책이사

조숙

정책이사

이향숙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소장

교육이사

박현정

서울시 강북구보건소

과장

교육이사

신동규

서울적십자병원

재정이사

박태환

서울의료원

재정이사

구성수

경기도 하남시보건소

소장

국제협력이사

김상준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소장

국제협력이사

황인철

서울의료원

정보이사

오상철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정보이사

조영규

서울의료원

법제이사

감철민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법제이사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지역보건이사

최경만

지역보건이사

이병희

울산지방법원 부속병원

무임소이사

안영준

국립경찰병원

인천지회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부산지회장

허목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경기지회장

이현숙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소장

경남지회장

김대연

국립마산병원

원장

전남지회장

김천태

결핵연구원

강원지회장

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

충청지회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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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서울의료원

소장

소장

대한공공의학회 역대 임원진 명단

제11대 임원진 | 2020~2021
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사임)

김석연

서울시립 동부병원

원장

이사장

이인영

서울시 강북구

소장

부회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

부회장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부회장

허목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부회장

임옥용

서울시 종로구

소장

감사

하현성

서울시 은평구

소장

감사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

원장

총무이사

박현정

서울시 강북구

건강증진과장

총무간사

김인복

서울시 강북구

관리 의사

학술이사

우선옥

서울시 관악구 보건지소

지소장

학술이사

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학술간사

김요한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의약과장

편집이사

이진용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편집간사

김현주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기획이사

김귀숙

서울시립 동부병원

건강관리과장

홍보이사

이주영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의약과장

홍보이사

염혜영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정책이사

박건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소장

정책이사

박신웅

서울시립 동부병원

응급의학과

교육이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소장

교육이사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재정이사

한영란

인천시 계양구보건소

소장

재정이사

박태환

서울의료원 신경과

공공의료사업단장

국제협력이사

김상준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소장

국제협력이사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정보이사

오상철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소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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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근무처

비고

정보이사

조영규

서울의료원

일반외과

법제이사

송은철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의약과장

법제이사

서해숙

서울시립 서북병원

진료부장

지역보건이사

이영희

대구시 북구보건소

소장

지역보건이사

이병희

울산지방법원 부속의원

무임소이사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의협파견
정대의원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소장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의협파견
교체대의원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소장

안진영

서울의료원

신경과

서울지회장

김석연

서울시립 동부병원

원장

경기인천지회

이현숙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소장

부산시 남구보건소

소장

부산지회

허목

경남지회

김천태

결핵연구원

전남지회

김대연

국립공주병원

강원지회

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

내과

충청지회

신현정

대전시 유성구보건소

소장

고문

도종웅

21세기 병원

고문

이권전

이권전 내과

고문

이창준

서울시립 동부병원

고문

조성억

군산 요양병원

고문

유병욱

원주 바른요양병원

고문

권선진

경기 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고문

홍인표

을지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고문

이준영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소장

고문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고문

김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소장

고문

조종희

서울시립 북부병원

고문

오원용

경북 안동시 빛으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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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保健醫療에 관한 請願書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擴充과 育成이 필요하다 2000년 8월 12일
大韓公共醫學會, 大韓公衆保健醫協議會,
地域保健醫療 發展을 위한 모임

국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6,000여 명의 공직 의사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여러 가지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묵묵히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왔
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의 상황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보
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
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함께 몇 가지 긴박한 청원을 다음과 같이 정부 및 관계 당국
에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擴充과 育成이 필요하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무더위가 시작될 즈음부터 우리나라에는 의료대란이라는 태풍이 몰아쳤
습니다. 의료대란은 의약분업에 있어서 몇 가지 상충된 쟁점이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의료계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료대란의 잠재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제도의
모순, 둘째, 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셋째,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과 혼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료대란 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의료계의 폐업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
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적인
열세와 진료능력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것이 국민과 언론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육성에 더욱
중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민간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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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수적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과도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의료공급체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9.6%로 아주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때
문에 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능동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고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도 없었습니
다. 선진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일본 32.8%(400병상 이상 차지하는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은
65%에 이름), 미국 34.6%, 독일 52.1%, 프랑스 69%이고 북유럽국가는 거의 100%가 공공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선진 OECD 국가
들마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어도 30% 이상 유지하면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번 우리가 겪었던 의료대란을 비롯한 국가와 사회의 비상 및 위난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사
회의 안정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
관에 대하여 상호견제와 보완기능을 함으로써 의료대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고 민간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의료비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상호균형과 역할분담 그리고 선의
의 경쟁과 견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세계화에 따른 보건의료시장의 개방화와 자율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문제는 국내적
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더욱 복잡하게 증폭될 것입니다. 더구나 남북협력 또는 통일 시 현
재와 같은 민간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대책
또한 난감한 실정입니다.
지난 9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료개혁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
영체계와 운영실태 그리고 그 기능의 혼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각 부처
에 따라서 운영주체와 운영형태 그리고 그 기능이 제각각이므로 보건의료 정책이 일관성과 연관
성이 없을뿐더러 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운영형태를 보면 국립·공립·공
사·특수법인으로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공사와 특수법인은 공공의료를 포기
한 지 이미 오래고 국립과 공립만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과 공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마저 책임행정기관화하고 있
거나 시행 예정이라 하니 공익성은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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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는 의료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안”을 입법화한 바가 있고 지금은 정부에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대로 양과 질적으로 향상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
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의료대란의 방지책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정책을 입안 중에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지난 당정협의에서 구성
하기로 결정한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의 5개 전문위원회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개설되지 않아서 우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은 실
망을 금할 수 없었으며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대란뿐만 아니라 국가비상 또는 응급사태 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공급
의 혼란과 불안정을 영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화와 남북협력 및 통일시대를 대비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육성은 너무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바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범정부적으로 과감히 이루어져서 국민의 생명
과 건강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
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공공보건의료발전 분과위원회”를 설치 바람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산하에 “공공보건의료발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체계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함
정부 각 부처에 따라서 산발적이고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 산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비전문적인 행정자치부의 행정편의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하
여 본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과 그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
의료정책과”를 개설 바람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 그리고 상호 유대강화 및 조정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국 또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를 특별히 개설하여야 한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301

부록 2

4. 보건의료행정은 보건의료전문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함
보건의료전문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행정부서에서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이 그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보건의료정책에 구현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현실화 및 실제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5.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각각의 역할분담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적 및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그 각각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의료전달체계
의 정비가 시급하다.

6.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 개선
를 바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의사들의 근무 및 진료환경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7. 국가행정고등고시 중 사회복지 분야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고 보건의료
전문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람
국가행정고등고시 분야 중 사회복지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전공자가
국가행정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전문인이 보건의료행정에 직접 참여케 해야
한다. 그러므로서 보건의료행정을 보다 전문화·실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 및 효율화
할 수 있다.

8.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 및 재정적 투자확대를 바람
교육부는 기초과학대학에 예속되어 있는 의예과와 의과대학의 교육과목 및 내용을 다양화하
고 열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교육투자를 확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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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7년 6월 20일
대한공공의학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
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
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 사항(2017. 5. 17.)에 대한 의견임.

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여
겨집니다.
우리나라 보건소는 1951년 6·25전쟁 중 전 국민이 기아, 감염병 및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국제아동기금(UNICEF) 등이 지원하여 서울과 경기
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보건진료소 사업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여하여 거의 무료로 봉사하였고, 그 후 국제기구에서 이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것과 정부
에서 맡아 줄 것을 요구하자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의
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자원하여 보건소장으로 봉직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 서비스 기관입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도 감염병예방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공중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주요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공중보건기획, 서비스의 질 관리, 우선순위 결
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과정에서 역학원
론(Epidemiology),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지역사회의학, 환경보건 등의 과목을 이수해
야 하고,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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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지식을 교육하고 국가고시의 중요 시험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초기 정책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 서
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의학계열의 교육내용, 면허의 종별에 따
른 역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검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전문가
의 의견을 듣고 폭넓은 자료조사를 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보건소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여 보건소장을 승
진의 자리로 인식하는 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또는 일반 행정공무원의 인식은 불식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금번 개정 권고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였기에 심각하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 서비스 행정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전문적 보건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비전문화를 초래하는 동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Ⅱ.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현재 의사보건소장은 40.8%에 불과한 등 전문성 저하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장의 각 직역별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103명으로 40.8%에 불과합니다. 보건
소장의 임명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어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으며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 12. 기준 (단위 : 명, %)
총계

의사

약사

간호사(조산사 포함)

의료기사 등*

기타**

252(100.0)

103(40.8)

2(0.8)

18(7.1)

81(32.1)

48(19.0)

* 의료기사 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상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
사등
** 기타 :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보건직 공무원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나온 표를 재구성함, 2017. 5. 17.

1980년대 들어 의료수요의 증가로 대부분의 의사가 임상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공중보건
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의과대학을 25개 증설하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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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는 매년 3,300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의사가 충분
히 배출될 때까지 필요한 보건소장을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조항으로 시작된 동 조항이
2000년대에도 존치됨은 물론 오히려 예외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라는 비 의사직종의 압력을
인권위에서 받아들여 금번 개정 권고를 하게 된 것은 법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심층적인 검
토 없이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시행령」 개정 권고 후 일부 지자체에
서는 보건의무직군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 대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직군에 속하는 타 직
역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더 확대하면 행정
직 등 전혀 전문성이 없는 직종까지 보건소장으로 확대 임용하라는 압력이 예상됩니다. 이
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전문행정을 강화해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우리나라 행정
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입니다.

Ⅲ. 보건소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
다. 보건소장은 지역의 보건책임자로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보건소장의 자격은 각 직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국민의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
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동 권고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
고 보건소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보건소장은 보건
소가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특정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존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305

부록 3

우리 의사 보건소장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여 직종 간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첨 1]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추진 경위
[별첨 2]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대한공공의학회 소개

별첨 1

■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추진 경위
2006. 8. 29.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
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2017.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소
직원 진정서 제출
- 의사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라는 요지
2017. 5. 1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함
2017. 5. 18.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상 취재 결과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총
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
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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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치협, 한의협, 간협 공동성명서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
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이 조항
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섬
2017. 5. 25.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2017. 5. 29. 보건복지부 입장 선회
-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 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
체 등 의견수렴을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적극 검토’로 전환됨

별첨 2

■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창립 일자 : 1994. 5. 14.
회원의 자격
-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 의사
- 지역보건에 관심 있는 의사 및 학자 등
창립목적 : 지역보건의료의 발전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친목 도모
주요 사업
-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 의사 친목 도모 및 정보교환
- 지역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개발
- 지역보건 학술 활동 등
- 책자 발간 :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관리자 지침서, 지역보건 60년의 발자취

■ 대한공공의학회
창립일자 : 2000. 3. 11.
회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행정기구 및 연구기
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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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 지방공무원법 및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창립목적 :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학회 주요 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학술연구, 정책개발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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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에 대한
2차 의견 제출
2017년 9월 12일
대한공공의학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하여 지난 6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보건소에 근무할 우수 의사 확보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추가 의견과 함께 보건소 근무 공직 의사
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서명 결과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1.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각 면허 종류별 업무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으로 임무가 구분되어 있
고 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대학과정에서 수학하고 면허시험을 거쳐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각종 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하여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보건지도의 임무가 있는 의사에게 보건소장을 맡기는 것이 국가에서 면허
제도를 유지하는 기본방향입니다.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십 종의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접종, 응급의료 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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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직종은 의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부정한다면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육제도와 면허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
습니다. 그동안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보건
소장은 전체의 4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사보건소장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라는 지도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령에 의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기관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에 특정직위의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특정 면허자격자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교육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교사의 자격
을 가진 자로 임명하고 있고, 기타 법원과 검찰청 등도 법관 또는 검사로 임명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도 전문적인 직위는 특정한 면허 자격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는 등 운영하고 있
으나 이를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을 의사로 우선하여 선발토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평등권 차별과는 거리
가 있으며 더구나 의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직종의 인력도 임명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기에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보건소장 및 관리 의사를 비
롯한 공중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선
진 외국처럼 핵심 역량에 근거한 교육·훈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의
경우 보통 2년 계약 후 최고 5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으나 5년 후에는 다시 임용절차를 밟고
있어 신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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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보니 리더십 발휘가 어려워 소신 있는 보건업무 추진이 어
렵고, 직원통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 근무 의사 보건소장 및 의사 현황>
2015. 12. 기준 (단위 : 개소, 명)
보건소

의사보건소장

254

103

보건소장이 아닌 보건소 근무 의사

의사 총계

의무직

계약직

공보의

68

261

464

896

보건소 관리 의사 임용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관리 의사는 일반임기제 가급 또는 나급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의 경우 개방
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임용 시 보통 2년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나 5년 후엔
다시 신규 임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 신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 5년 후 신규 임용절차로 재임용되더라도 그 직전에 받던 호봉이 깎여서 다시 최초 호봉을
받게 되어 봉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민간 분야보다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일반임기제 임용으로 인해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보건소에서 관리 의사 구하기가 힘들고 지원자가 있더라도
모두 60~70대 고령의 의사들뿐인 실정입니다.
현재 신규 임용된 의사 보건소장은 다른 직종과 달리 일반 행정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 없
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관리 의사는 더 심각한 실정으로 관리 의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1년 내지 5년의 보건소장 양성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
과 캐나다의 경우 의사 포함 공중보건 전문 인력들의 책무와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이게 근
거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공중보건 및 지역보건 분야에 근무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역
량 강화를 위하여 가칭 ‘공중보건연수원’과 같은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전문 기관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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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체계 개혁 의제 제안서
2017년 7월 12일
공중보건단체협의회 |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지역보건연구회,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보건간호사회,
참관단체 : 대한공공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공
중보건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1) 현황과 문제점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의
료비상승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속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 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
체계를 갖고 있음.
- 서울의 큰 병원, 과밀한 응급실, 3분 진료 등으로 상징화!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는 병이 난 뒤에 치료를 잘 받는 사후대응을 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
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가 국가 건강정책수립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기능
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공중보건 관련 7개 단체(대한예방의학회, 보건행정학회, 지역보건연구회, 지역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건강정책학회, 보건간호사회 / 참관단체: 대
한공공의학회, 대한보건소장협의회)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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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강화하는 국가 건강정책 수
립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정책 제안 :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4대 핵심과제
(1)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불평등 해소!!
(2) 건강과 생명의 가치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료 정부
재정 확대!!
(3)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 운영체계 전면 개혁!!
(4)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제도적 지원!!
3) 기대효과
지역사회에서 건강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
일차의료를 포함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
음.
<핵심과제 1>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불
평등 해소!!
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
읍면동별 촘촘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핵심과제 2> 건강과 생명의 가치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
료 정부재정 확대!!
보건부 독립 등 중앙공중보건체계의 전면 개편.
공중보건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정부재정 확대.
<핵심과제 3>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전면 개혁!!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단계적 인력 확충.
공중보건전문가, 공중보건실무자 등 공중보건인력의 핵심 역량 정의에 기초한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핵심과제 4>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제도적 지원!!
지역주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
공중보건대개혁위원회 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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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1>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장 및 건강불평등 해소!
■ 현황과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공중보건체계 이원화로 공중보건행정의 일관성 부족
- 지방의 공중보건부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보건복지부보다 행정자치부와 연
계성이 더 강함. 중앙과 지방의 공중보건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공중보건행정의 일관
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역량 및 조건에 따라 공중보건서비스 수준 및 건강 불평등이 발생함
-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재발한다면 취약한 지역의 주민건강
보호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광역자치단체의 취약한 공중보건 역량과 보건소 지원 및 조정 기능 부재
-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시도의 공중보건 역량이 더 취약하여 공중보건의 위기 대응 능력
이 부실함
- 기초자치단체별 격차로 인한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공중보건부서의
보건소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이 부재함
기초자치단체별 공중보건서비스 수준의 격차 확대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
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책무로 하고 있음
- 현재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어, 인력·예산 및 시설 등 제반
환경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제공하는 공중보건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큼. 지방으로 갈수록 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이 어려움
-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공중보건 활
동을 수행하는 데에 현재 보건소 역량이 매우 취약함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부재
- 지역주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생활터에
서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강돌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도시 지역은 시와 구에 1개 보건소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결과 보건소가
위치한 동을 제외하면 지역주민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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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농촌 지역은 1개 보건소와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주 및 생활터
기반 건강관리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그렇지만, 보건지소 인력 대부분이 진료 인력으로
공중보건 인프라가 취약함

■ 정책 제안
공중보건청, 지방보건청,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격상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공중보건청 산하 지방보건
청이 설치하여,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센터) 등으로 이어지
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 지방보건청은 광역시도의 공중보건 부서와 연계하여 보건소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
- 공중보건법 신설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보건소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
- 광역자치단체에 건강국(공중보건국) 신설 : 인력 및 조직 확충
-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공중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모든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설치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동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도시지역에서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 : 공
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전망 구축
- 면 지역의 보건지소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 : 진료
기능,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전망 구축
- 인구 천 명당 공중보건인력 1명 이상 확충

<핵심과제 2> 건강과 생명의 가치 중시하는 정부 역할의 획기적 강화 : 보건부
독립과 정부재정 확대 등
■ 현황과 문제점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로 비감염성질환에 의한 질병부담 증가, 건강불평등 심화,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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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체계가 과거 전염병시대의 체계에 머물러 있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과 복지의 기계적 통합으로 인하여 정책 및 조직 역량이 취약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직제 및 인력 등이 질병 전반의 문제를 관리할 만한 조직 역량을 갖
추지 못하고 있음
-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부재 등과 함께 중앙
정부가 컨트럴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
음을 인식하게 됨
정부재정 확대 필요성
- 2014년 기준으로 보건의료비가 GDP의 7.1% 수준임.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보건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10년 안에 조만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의료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영역이 병·의원에서의 치료서비스 중심으로 작동
하고 있고, 낮은 공공의료 비중, 취약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미미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정책 제안
보건부 독립 및 공중보건청 신설 등 중앙공중보건체계의 전면 개편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독립 :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
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에 산재한 보건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적이고 건강
가치를 지향하는 보건부 독립
- 질병관리본부를 공중보건청으로 승격 : 공중보건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보건부로 이관하고 안전보건청으로 전환 : 직업, 환경, 생활
등 안전보건 전반의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위상 확립
공중보건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정부재정 확대
-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예산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5조 원 확보
- 공공재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80%(건강보험보장률 90%)로 단계적 향상
- 향후 10년간 보건의료비를 OECD 평균 수준인 GDP의 8.5%로 단계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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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3> 양질의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
체계 전면 개혁!
■ 현황과 문제점
공중보건인력 양성의 필요성
- 공중보건인력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국가, 지역 및 인구
집단의 건강수준 파악, 건강정책 개발 및 건강정책 평가, 공중보건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
중보건 전문가 및 실무자를 말함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는 질병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공중보건인력에 의
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만 통제 가능함
-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은 2015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0.39명에 불과함. 지난 10년간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보건행정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지역
별 편차도 커서 시도별로 0.16명에서 1.16명으로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시 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중보건전문인력 및 공중보건인력의 부
족으로 큰 위기를 경험한 후, 공중보건인력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
공중보건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부재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아직 공중보건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높지 않음
- 공무원 중 공중보건업무의 담당자인 보건의료직군은 세부적으로 보건직·의무직·약무직·
간호직·의료기술직·식품위생직 등으로 나뉘며, 보건직을 제외한 직렬의 충원은 해당 직렬
의 면허 혹은 자격을 지닌 사람 중에서 이루어짐
-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공중보건 교과과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의사·간호사·약사·
의료기사 등을 배출하는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 공중보건인력의 핵심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전무함
- 공중보건 핵심 역량을 갖춘 공중보건인력을 양성하거나 충원 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양성 및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주요한 지역사회 예방 보건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충원
-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를 포함한 예방보건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처
방사 등)의 고용 안정은 소속감 향상을 가져와 주민과의 소통, 조직 및 동료 간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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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임.
-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주민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전문 직종의 하나인 방문간호
사 인력의 대부분은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민건강관리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가 만성질환 예방부터 노인치료와 재활·요양까지 지속적·통합적
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추진한 ‘찾아가는 동주
민센터’(이하 찾동) 방문간호사는 총 600명(보건소 소속)인데, 무기계약직이 437명, 기간
제근로자가 135명, 시간제근로자가 28명인데,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음
-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개입과 중재가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정규직
간호사가 아니고 기간제 등 임시 인력으로 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사업의
결정적 역할 수행 불가와 사회적 비용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제안
비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단계적 인력 확충
- (가칭) 공중보건법 제정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으로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찾동 방문간호사 및 무기계약직 신분의 공중보건인력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공중보건인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환함
- 읍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등에 요구되는 인력부
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공중보건인력을 확충함
공중보건전문가, 공중보건실무자 등 공중보건인력의 핵심 역량 정의에 기초한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 공중보건법 신설 및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필요 및 공중보
건인력의 핵심역량에 근거한 공중보건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함
- 공중보건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공중보건 교과목의 시간 수를 늘리고 내용을 심화함
- 자격증 중심의 양성 체계에서 핵심 역량 교육 이수 중심으로 양성 체계 개편. 공중보건 핵
심 역량 교육 이수 전공 확대 및 인정
- 공중보건연수원(가칭) 신설을 통해 별도의 전문가 양성 과정 마련 : 2년 정도의 고급간부
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신설로 공중보건전문가 양성
- 예방의학 전문의 세부전공 과정 개설 혹은 별도의 공중보건전문의 과정 신설 : 국가 및 지
자체의 보건담당 부서에서 일할 공중보건전문의사의 양성 과정 마련
- 광역 차원에서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보수교육훈련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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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4>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적·
제도적 지원!
■ 현황과 문제점
공중보건에서 주민 참여 부재
-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보건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단순한 사업 대상
이나 동원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참여하는 경우
는 지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음
공중보건 및 건강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
- 건강의 주체는 당사자임. 특히,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의 비중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
황에서 전문가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의 접근에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예방보
건 및 건강증진 중심의 접근으로 변화가 요구됨
- 지역사회 공중보건 영역에서 주민 참여는 관료적 지시와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간 장벽
과 중복적이고 분절화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함
-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중보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의 건강관리조직이 공적 조직과 협력적 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함

■ 정책 제안
지역주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
- 공중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의 신설, 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주체로
지역주민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건강위원회를 통해 주민조직이 지역 공중보건체계의 주요 구성단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건강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감독, 건강 관련 정책 및 예산 심
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
공중보건대개혁위원회
실치, 운영

- 공중보건 및 건강보장, 보건의료 대개혁을 위한 공급자, 정부, 시민 간 논의 구조 확보
- 시민주도성이 구현되는 방식의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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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 2020 의협 공공의료 T/F 김혜경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 공중보건과 의료의 차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공보건의료’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용어로서 학술적으로 정의하기 힘
든 모호한 용어이다. 이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대신 ‘공중
보건과 의료’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중보건과 의료는 다른 개념이며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용어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공중보
건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의 경우 개인에 초점을 둔다. 공중보건은 건강증진과 질
병예방이 주된 활동임에 비해 의료는 치료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표 1 참조).
표 1. 공중보건과 의료의 구분
공중보건(Public Health)

구분

의료(Medical Care)

대상

인구집단(Population)

• 개인(Individual)

영역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치료중심 서비스 제공

주체

인구집단, 보건의료전문가, 보건행정당국

• 환자, 의료인

■ 취약한 공중보건정책
우리나라는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조차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정책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개별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프레임이 없다. 보건복지부 조직 중 공중보건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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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는 것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 전체 GDP 대비 보건의료비가 8%를
초과할 정도로 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서는 건강증
진,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급성기 질환의 치
료중심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 공중보건 현황과 문제점
공중보건체계
-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시·도(시·도 보건국 또는 보건과),
시·군·구(보건소)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1 참조).
- 광역과 기초 수준의 보건당국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조직,
인력, 예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 이렇게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공중보건체계에 의해 국가와 지방 보건행정의 일관성
이 부족하고, 지방 공중보건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보건과)

시·군·구(보건소)

보건지소
(읍·면)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국가보건기획 및 평가
•법률제정 •예산지원 및 교육훈련

•시·도 보건기획 및 평가
•예산지원 및 교육·훈련

•시·군·구 보건기획 및 평가
•교육·훈련 •사업수행

•사업수행

그림 1.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321

부록 6

공중보건조직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과 복지의 기계적 통합으로 인해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및
조직 역량이 취약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직제 및 인력 등이 질병 전반의 문제를 관
리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가 없으며 개별 사업 위주로 조
직이 편재되어 있다(그림 2 참조).
•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
에 흩어져 있는 보건정책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 공중보건 및 의료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없으며 공중
보건 전문인력 훈련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기능이 미약하다.
- 시·도
•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조직은 우리나라의 3단계 공중보건 조직 중 가장 취약하며 16
개 시·도 중 국 단위 조직이 설치된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곳뿐이다.
• 광역 조직은 중앙과 기초 조직을 연결하는 허리 조직으로서 광역수준의 보건업무 추진
은 물론 소속 시·군·구 보건소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현실은 중앙
의 지시를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중앙으로 보고하는 통로 역할만을 수행하는 실정이다.
• 취약한 시·도 공중보건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
단’등을 설치하였으나 직접 운영하지 않고 대학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업
무 추진에 한계가 있고 운영 예산도 적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군·구
• 4~5개의 과가 설치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모든 보건소는 1개 또는 2개과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 다른 국 단위 행정 부서와 비교할 때 조직이 취약하다.
•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치매
유병률 증가, 높은 자살률 등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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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기획담당관
•디지털소통팀

차관
운영지원과

감사관
•감사담당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인사과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관

연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국제협력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의료보장심의관

복지행정지원관

노인정책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관

보육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책과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평가과

그림 2. 보건복지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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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부재 : 지역주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생활터에서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강돌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도시 지역은 시와 구에 1개 보건소만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동별 건강관리 조직은
없다. 그 결과 보건소가 위치한 동을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자신이 거주하
거나 생활하는 공간에서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농촌 지역은 1개 보건소
와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주 및 생활터 기반 건강관리 인프라를 갖추
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보건지소 인력 대부분이 진료 인력으로 공중보건서비스를 제
공하기 어렵다.
공중보건기능
- 보건복지부
• 치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정신보건, 만성질환의 지속
적 관리, 커뮤니티 케어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
에 흩어져 있는 보건정책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시·도
• 광역 단위의 총괄 조정 기능이 중요하나 현재는 중앙의 정책을 관할 시·군·구에 시달하
고 시·군·구의 실적을 중앙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중앙과 보건소에 비해 취
약한 공중보건 역량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시·군·구 보건소
• 현재 보건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보건사업은 관할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환경적 접근보
다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및 개인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개인 대상 서비스에 치중
하고 있다.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치매 노인 등 건강돌봄 대상자 증가, 자살 등 지역
사회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 증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 환경보건, 직장보건 등을 총괄하는 조
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 민간 의료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미약하다.
• 지난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인력
- 공중보건인력의 부족 :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공중보건
인력은 2015년 기준 인구 천 명당 0.39명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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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필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고 지역별 편차도 커서 시·도별로 0.16명에
서 1.16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양성 및 관리체계 미약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아직 공중보건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높지
않다. 핵심 역량을 갖춘 공중보건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
다.
- 보건소 의사 충원의 어려움 : 2016년 기준 보건복지부·통계청 의사들의 평균 보수인 월
1,3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보수, 일반직이 아닌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한
신분 불안정, 낮은 발전 가능성 등으로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몇 년째 공석인 곳이 많은 실정이다(표 2, 표 3, 표 4 참조).
표 2.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

54,343

6급(상당)

67,561

45,017

표 3.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직급별

5급

6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근무연수별

표 4.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수당 지급액

월 909,000원

월 8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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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공중보건예산
- 비중이 낮은 공중보건예산 : 2020년 보건복지부 총예산 중 보건분야예산은 15.7%를 차지
하며 이 중 건강보험 비중은 15.7%, 보건의료분야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예산
중에서도 공중보건예산만을 분리한다면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표 5 참조).
- 2019년 기준 보건의료비가 GDP의 8% 수준을 넘어섰다,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지
만, 보건의료비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10년 안에 조만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
로 예상된다.
- 보건의료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영역이 병·의원에서의 치료서비스 중심으로 작동
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미미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지출(A)

72,788,570

82,820,291

10,031,721

13.8

사회복지

61,178,432

69,846,400

8,667,968

14.2

보건(B)

11,610,138

12,973,891

1,363,753

11.7

금액(C)

2,591,403

2,778,268

186,865

7.2

C/A

3.6

3,4

C/B

22.3

21.4

9,018,735

10,195,623

1,176,888

13.0

D/A

12.4

12.3

D/B

77.7

78.6

구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비중

금액(D)
건강보험

비중
비중

※ 자료 : 기획재정부(2019), ‘열린재정 –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및 추경 포함)’

공중보건 관련 법률
- 1945년 미군정에 의해 근대적 공중보건이 도입된 지 어언 70여 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는 아직도 ‘공중보건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모두 공중보건과 의료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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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며 기타 공중보건 관련 개별법의 경우 법률 간 상호 연관성
대해 규정 하지 않고 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현황
- 거버넌스는 국가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화된 권력으로 정의되는 정부
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행위자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인 협
력 구조’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지난 메르스와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은 필수적이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공립의료기관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
을 고려할 때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 거버넌스 현황
• 보건소에서는 민간 참여 기전의 일환으로 지역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심
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
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국민건강증진계획 심의를 위하여
년 1~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정도이다.

■ 개선방안
공중보건체계 및 조직의 전면 개편
◇ 보건부 독립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키고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노동부
(산업보건), 농림부(농민보건) 등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정책 기능을 보건부로 이관
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공중보건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인력, 예산 등
을 포함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보건부로 이관하고 안전보건청으로 전환 : 직업, 환경, 생활
등 안전보건 전반의 최상위 전문조직으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광역공중보건조직-보건소로 이어지는 일관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 지방자
치단체에 소속된 광역수준의 공중보건조직 및 기초수준의 보건소는 조직, 인력, 예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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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서 소속 지자체장의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국가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중보건조직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공중보건 조직 강화
- 광역자치단체에 건강국(공중보건국) 신설 : 인력 및 조직 확충
- 모든 시·도에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같은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현재 각각 다
른 운영 주체에 위탁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 보건소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동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하여 도시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 :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면 지역의 보건지소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 : 진료
기능은 지양하고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 만성질환자 돌봄, 소지역 단위의 건강 안
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보건소 기능개편
- 일반 진료 등 개인적 서비스 제공은 지양하고 전체 주민 대상, 환경변화를 위한 사업 위주
로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치매·와상 노인 등 건강돌봄 대상자 증가, 자살 등 지
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 증가, 메르스·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등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건강 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 환경보건, 직장보건 등을 총괄하는 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 예방보건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대폭 확충
-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 확대
- 건강보험재정을 지역사회 예방보건사업에 활용
- 건강증진기금은 오로지 자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
공중보건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
- 핵심역량에 근거한 공중보건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격증 중심의 임용제도를 핵심역량 기반 임용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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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연수원(가칭) 신설 : 공중보건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 대학 교과과정 개편 :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공중보건 교과목
의 시간 수를 늘리고 내용을 심화해야 한다.
- 보건소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의료업무수당 등 대폭적 봉급인상, 임
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승진 등 경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중보건기본법 제정
- 공중보건에 관한 개별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이 법을 통해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공중보건의 책무, 공중보건 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 개별 법률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의사회 등 민간 분야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정
책을 함께 논의·협력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며 이 속에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
무국 설치 등 실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2000~2020

329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 김혜경
위 원 | 감철민, 고창원, 김동현, 김석연, 김요한, 김인복, 김형갑,
박건희, 박현정, 염혜영, 우선옥, 이인영, 이주영, 이진용
(가나다순임)

대한공공의학회
2000~2020 Years

년사

과거·현재 ·미래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 김석연 대한공공의학회 회장
발행처 | 대한공공의학회
전화 02-3422-3024 / 팩스 02-901-762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구보건소 내
우편번호 01145
홈페이지 www.pubmed.or.kr
이메일 medicine0082@gmail.com
편집인 |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책의 저작권은 대한공공의학회에 있으며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
하고자 할 때는 대한공공의학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매품>

년사

대한공공의학회
2000~2020 Years

과거·현재·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