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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은 ‘바람직한 보건의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1]. 정책의 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로 진행되며 한국보건행정학

회지는 정책의 전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는 정책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쟁점

(issue)화를 통해 의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행정학회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보건의료문제 중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정책문

제 파악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첫 단계인 정책

쟁점을 발굴한다. 정책문제는 객관적 상태일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

에 의해서 또는 권위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 축조된 주관적 판단일 
수 있기에[2], 보건행정학회지는 지면을 통한 토론의 장을 제시하여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정책문제 중 일부만 정책화되고 있

는데, 정책문제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창문(policy window)
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Kingdon [3]에 의하면 정책창문은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될 때 열
리게 되는데, 보건행정학회지는 이 정책창문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회지의 역할은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주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교화함에 

있어 보건행정학회지의 역할은 중대하다. 정책창문이 열리는 시기

는 예측이 어려우나, 정책화를 위해서는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이 준
비되어져 있어야 하며, 이 정책창문이 열릴 때 비로소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평가는 보건행정학회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정책과정이

다. 정책평가는 정책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전 정책과정 중 
전문가의 역할을 가장 필요로 한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시
기뿐만 아니라 정책이 집행되고 있을 때에도 진행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에 보건행정학회지는 이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것
은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지는 발간 때부터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기여

해 왔다. 이에 새로운 편집장으로서 보건행정학회지의 정책 기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자료관찰(data observation)이라

는 새로운 형식의 논문을 게재하여 주된 보건의료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았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 중 사망률 1위인 자살 관련 지표, 보
건의료접근도의 대표적 지표인 미충족의료율과 재난적 의료비 경
험률[4], 그리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positive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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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olicy is the governmental  decision contained with the objectives to achieve the desirable health and the tools to achieve 
them. The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could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health policy process–agenda setting, policy mak-
ing, policy implementing, and policy evaluat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undertaking the role of an academic so-
ciety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ill strengthen its role in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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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게재하였다[5,6]. 이 중에서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중요
한 지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대개 예측

할 수 없는 정책창문의 시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특정 시기에는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는 건
강보험 도입 40주년이기에 건강보험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토론의 장으

로서, 그리고 보건행정학을 발전시키는 학문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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