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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2014년 기준 13%로 2018년

에는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전 세계

적으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러한 인구 고령화 추세

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60-69세 노인의 경우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고혈압이 47.5%에서 54.0%로, 당뇨병 유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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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에서 20.3%로 노인연령층에서 연령 및 연도에 따라서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2].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의료 환경 변

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같은 공적 의료

보장 진료비가 2008년 39조 9,632억 원에서 2014년 60조 6,136억 원으

로 연평균 7.2% 수준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민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3].

이렇듯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8.43.4.300&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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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증가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되면서 병이 걸린 후에 치료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활습관의 개선과 건강검진 등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등 질병의 예

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

한, 이러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치매를 포함한 정신보건, 응급의료체계

의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가 담당할 역할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

렇듯 오늘날 질병구조의 변화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보다 훨씬 

증가된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도 변화해

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4]. 

최근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질병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을 제공하여 의료

수요의 감소와 함께 의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하고, 또한 민간부문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

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급

격히 증대되고 있다[5,6]. 따라서 질병구조 및 의료 환경 변화, 공공보건

의료 분야가 담당할 역할의 확대 필요성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

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및 

발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법”(2018.06.14 법률 제15440호) 제2조에

서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

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

보건의료와 이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먼저, Bae [7]의 국가 공중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연구, Oh [8]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와 방향에 대한 연구, Gam [9]의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에 대한 연구 등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제도적 

개선 강화,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민간자원 활용 

강화 등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

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Han [10]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관련 연구, Oh [8]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와 방향에 대

한 연구, Gam [9]의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에 대한 연구 등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영역 측면에서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Jeong and Lee [11]의 공공병원의 효율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 Sim and Hwang [12]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관련 연구, Seok [13]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 Oh [8]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와 방향에 대한 연구 등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재정립,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중심 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공

공보건의료의 운영활성화 측면에서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

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발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보건의료 체계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2차 공공기능 병원 활성화를 포함하여 제도적 개선 강화가 필요하고, 

또한 기관 간에 연계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자원 활용 강화

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영역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공공보건사업의 예산확대가 필

요하며,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보건

의료 운영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재정립이 되어야 하고, 업무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개편이 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14].

이렇듯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각 요인에 대한 미시

적 연구는 많지만 이처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하기 위한 여러 요

인들을 검토하고 각 요인을 통합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을 상

대로 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한 조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우리나

라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및 발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제기

되는 시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안 중에

서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또는 우선시되

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계층분석절차(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전문가 AHP 분석의 특성상 소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 즉, 표본은 전국적인 표본으로 공공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선정하였다. 즉, 충청도, 서울, 경기도, 경상

도 등 전국의 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강의

나 연구를 경험하고 진행 중인 교수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7일 동안 E-mail과 직접 방문 조사방법을 병행 

조사하여 전체 15부 중에서 13부를 회수하였다.

연구 도구

이 연구는 서론에서 제시한 기존 문헌분석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요인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여기에 

Ahn [14]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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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AHP 분석기법에 따라 측정목

표-측정지표-측정항목으로 전체적으로 체계화 및 구조화시켜 Table 1

과 같이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연구의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즉, 측정목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발

전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로 설정하였고, 측정지표는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측면,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영역 측면, 공공보건의료의 운영

활성화 측면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측정항목은 측정지표 각각의 요인

에 대하여 3개씩 세부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의 체계적 측면에는 제도적 개선 강화(2차 공공기능 병원 활성화 등),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민간자원 활용 강화로 설정하였다. 둘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영역 측면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사업

의 예산 확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설정하였고 셋째, 공공보

건의료의 운영활성화 측면은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재정립, 

업무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

스 확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

석을 위한 설문 조사지를 구성하였고, 또한 설문을 사전에 받아 설문

의 프리테스트를 통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첫째,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하

여 개선되어야 할 주요 요인과 각 세부 요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측정지표 각 요인별로 3개씩의 측정기준을 합

하여 총 9개의 측정(항목)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요인별 상대

적 중요도 측정지표 및 측정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방법을 활용하는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이원비교에서 사용된 척도의 범위는 1-9까지

의 수와 그리고 이의 역수로써 각각의 문항별로 평가요소 간에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체의 사례 수인 N개의 기하

평균 값을 도출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한 후에 우선순위를 제시하

였다. 셋째,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 즉 표본은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

Table 1. Factor and sub-factor for relative importance assessment

Measurement 
objective

Factor Sub-factor Contents

Relative  
importanc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care 
system

Systematic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Strengthen institutional  
improvement (revitalization of 
secondary public function  
hospital, etc)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revitalize public healthcare, such as ex-
pansion of secondary public hospitals such as rehabilitation hospitals and geri-
atric hospitals, and revitalization of functions and revision of public healthcare 
laws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actical cooperation through linking patient and 
medical treatment requests betwee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Strengthening the utilization of  
civilian resources

In the situation wher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have a large share of public 
healthcare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utilize and expand competent civilian re-
sourc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upply of health services and quality of ser-
vices

Service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Expansion of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Public healthcare infrastructure needs to be expanded so that the use of high-
quality public health services can be facilitated not only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also in the local community

Expansion of budget for public 
health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continuation and strengthening of 
public health projects such as facilities of public health medical institutions, 
modernization of equipments, securing excellent medical personnel

Expansion of public healthcare  
personnel

In order to expand the public healthcar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arly 
access to workforce factors, such as excellent public health doctors and the 
placement of nurses

Activation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Re-establishing the role of local 
public health care system

Roles and functions should be reestablish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vel of 
medical care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f local public healthcare and pur-
sue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Reorganization from the  
work-oriented to the  
function-oriented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rather than simply list-
ing public health services

Expans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By strengthening the community-based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and expand-
ing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and 
the weight of public healthcare to expand essential public health services for 
the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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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측면 개선(56%)이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공공보건의료의 운영활성화 측면 개선(26%)

을 2순위로 중요시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영역 측면의 개선

(19%)이 3순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능 병원 활성화,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민간자원 활용 강

화 등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측면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측정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이 전문가들은 첫째, 공공보건의료 체계적 측면에서는 제도

적 개선 강화(52%) (2차 공공기능 병원 활성화)가 1순위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둘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영역 측면에서는 공공보건사업의 

예산확대(39%)가 1순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37%)을 2순위로 중요시 

하였으며, 셋째, 공공보건의료 운영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공공보건의

료체계의 역할 재정립(66%)을 1순위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대체적으로 제도개선과 예산확대, 지역체계 재정립 등 하드웨

어적인 개선을 전문가들은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이 복합가중치를 고려해 보면, 제도적 개선 강화(2차 공공기

능 병원 활성화)가 1순위, 기관 간 연계 강화가 2순위, 지역공공보건의

가 15명으로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실시하였고, 통

계처리는 Expert Choice 2000 (Expert Choice Inc., Pittsburgh, PA,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넷째,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 분

석은 측정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수치와 측정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수

치를 반영한 값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자료 분석의 신

뢰성은 전문가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참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에서는 

CR 값이 20% (0.2)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

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15,16]. 이 연구에서도 각 계층별 가중

치의 CR은 20% (0.2) 미만에 대해서만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회수된 설문지 총 13부 중에 CR 값이 20% (0.2) 이상인 3부를 제

외하였고, CR 값이 20% (0.2) 미만인 10부에 대해서만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측정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측정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for sub‐factors

Factor Sub-factor Result value
Precedence order of  

importance

Systematic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Strengthen institutional improvement (revitalization of secondary 
public function hospital, etc)

0.52 1st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0.32 2nd
Strengthening the utilization of civilian resources 0.15 3rd

Service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Expansion of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0.37 2nd
Expansion of budget for public health projects 0.39 1st
Expansion of public healthcare personnel 0.23 3rd

Activation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Re-establishing the role of local public health care system 0.66 1st
Reorganization from the work-oriented to the function-oriented 0.14 3rd
Expans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0.21 2nd

Consistency ratio <0.2.

Table 2.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for factors

Factor
Systematic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Activation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Result value 0.56 0.19 0.26
Precedence order 

of importance
1st 3rd 2nd

Consistency ratio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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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체계의 역할 재정립이 3순위, 민간자원 활용 강화가 4순위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문가들은 우

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이 시급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안 중에서 공간과 시간, 재정

적 측면에서 모든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전문가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혀서 공공보건의료체계 분야

의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우선,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는 최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측면의 개선(56%)이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공공보건의료의 운영활성화 측면 개선

(26%)을 2순위로 중요시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영역 측면 개

선(19%)이 3순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측면의 개선(56%)이 1순위로 가

장 중요하다고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공공보

건의료체계의 가장 시급한 개선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기능적 확대를 위한 조직 신설 및 역할의 부여 

등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진

료정보의 제공,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상호 연계협력이 

미흡하며, 공공보건의료의 의료제공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있는

데 민간부문이 거의 대부분의 의료제공을 하고 있어 공공부문은 이

러한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정부분 공공부문의 역할수행을 

권장할 필요성이 시급하다[14].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 측면의 

개선을 1순위로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하위요소인 측정지표별 측정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

도 분석결과 첫째, 공공보건의료 체계적 측면에서는 제도적 개선 강화

(2차 공공기능 병원 활성화)가 52%로 1순위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와 재정으로

는 의료 환경 변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지역사회에서의 2차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이 미흡한 실정이다[17]. 따라서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민간의료

기관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잘 활용하여 공공보건의

료를 강화하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은 공공의료기관이 태부족인 한국

적 현실에서 꼭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다[14,17].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 강화(2

차 공공기능 병원 활성화)를 1순위로 중요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영역 측면에서는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예산확대(39%)를 1순위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는 의료 환경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감염병 발생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관리

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운영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공공

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받기 때문에 시설, 장비의 현대화, 우수한 

의료진(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의 확보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9,14]. 

이러한 이유로 다른 요인들보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사업의 예산확

대를 1순위로 중요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 운영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의 역할 재정립(66%)을 1순위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의료 환경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및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공공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전문 역량 및 진

Table 4. Results of the relative importance reflecting multiple‐weight

Factor Sub-factor
Result value of  

multiple‐weight
Multi‐precedence  

order of importance

Systematic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Strengthen institutional improvement (revitalization of secondary 
public function hospital, etc)

0.291 1st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0.179 2nd
Strengthening the utilization of civilian resources 0.084 4th

Service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Expansion of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0.070 6th
Expansion of budget for public health projects 0.074 5th
Expansion of public healthcare personnel 0.044 8th

Activation aspects of public health care Re-establishing the role of local public health care system 0.172 3rd
Reorganization from the work-oriented to the function-oriented 0.036 9th
Expans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0.055 7th

Consistency ratio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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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수준을 강화하고, 수익성 지향 대신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역할 및 기능이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13]. 이러한 이

유로 다른 요인들보다 전문가들은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재정

립을 1순위로 중요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분석 결과는, 제도적 개선 강화(2

차 공공기능 병원 활성화)가 전체 측정항목 9개 중에 1순위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개선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

어져야 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측정지표와 측정항

목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을 전문가 AHP 분석

기법 방법을 통하여 측정지표별, 측정항목별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

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

로 중요하다고 도출된 요인이 공간적, 시간적, 재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의 한계로 인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으로 개선되기 힘들 경우에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2순위 또는 3순위로 중요하다고 도출된 요인을 우

선순위 결정에 활용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으로 선택해야 함을 제언한

다. 이것이 이 연구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요인을 체계적 

측면, 서비스영역 측면, 운영활성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하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조직 유형이

나 구조 등의 조직적 측면, 전문인력 확충 같은 인력적 측면 등은 포함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밀한 연구 설계를 통해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대상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계

의 영역인 교수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

책담당자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하지 못한 제

한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공공보건의료의 종사자 및 

정책담당자 등 내부 전문가만이 아닌 학계의 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시각에 의한 분석과 평가도 고려해야만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및 발전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조직 유

형이나 구조 등의 조직적 측면, 전문인력 확충 같은 인력적 측면 등을 

포함한 연구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담당자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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