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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AHPM) has shown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Korea for the last 30 years. The KAHPM consists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nd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discussion forum for health policy agendas of interest to the public. Health Policy and Manage-
ment (HPM),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AHPM,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volume 1 in October, 1991 and is publishing the second 
issue of volume 28 as of 2018. Currently, it is one of Korea’ main journal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has 
published a special issu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The HPM invited authors, including former 
presidents of the KAHPM and current board members, to write about main issue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lthough the 
HPM tried to set up an invited author on all subjects in th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ield, 19 papers are published, that com-
pleted the peer review process by August, 2018. The authors of the special issu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include six 
former presidents, a senior professor, and 12 board members. The subjects of this issue are reform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policy, reform of health system governance, the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ethical aspects of health policy change, regional disparities of healthcare, healthcare accreditation, new healthcare technology eval-
uation system, globalization of the healthcare industry,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system, the quarantine system, safety and 
disaster,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re are some remaining topics to deal with for the KAHPM: aged society, anti-smok-
ing, non-infectious disease, suicide, healthcare resources, emergency medical care, out-of-pocket money, medical fee payment sys-
tem, medical aid system, long-term car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mmunity-centered health wel-
fare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ealth. The HPM will continue to publish review articles on the main 
topic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KAHPM, which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society of Korea’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or the last 30 years, feels responsible for continuing its mission for the next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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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행정학회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보건행정분야에

서 괄목할 만큼 많은 업적을 보였다[1]. 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보건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의 주된 보건의료 의제를 
발굴하여 학문적 토의의 장을 펼쳐오고 있다[2]. 한국보건행정학

회의 공식 학술지인 보건행정학회지는 1991년 10월 제1권 1호를 발
간하였으며, 2018년 현재 제28권 2호까지 발행되어 우리나라 보건

행정의 주된 학술지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행정학회지에서는 한국보건행정학회 30주년을 기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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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를 마련하였다. 보건행정분야의 주된 주제에 대해 종설논문

을 게재하고자 하였고, 집필진으로는 학회 역대 회장과 현직 이사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행정학회지에서는 보건행정분야의 주
요 주제를 정리하였고, 이를 집필 대상자들에게 주제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일부 중복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집필진 또는 주제를 조
정한 후, 정해진 주제와 집필자에게 공식적으로 집필을 의뢰하였

다. 원고는 학회지 투고시스템으로 접수받아 3명의 심사자에게 논
문심사를 진행하였다. 주된 보건행정분야의 모든 주제에 대해 집
필진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집필자

가 없었고, 원고를 제출받지 못한 주제도 있으나 2018년 8월 말까지 
논문심사를 완료한 19편의  논문을 특별호에 게재하게 되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30주년 기념 특별호의 집필자로는 한달선 회

장(제2대 및 3대), 이규식 회장(제6대), 김용익 회장(제9대), 조재국 
회장(제11대), 손명세 회장(제14대), 최병호 회장(제15대)과, 학회 원
로이신 박정한 교수, 그리고 12분의 현직 이사들이 집필에 참여하

였다. 논문의 주제는 의료공급체계 구조의 개혁, 건강보험과 의료

정책,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 개혁 등의 거시적 보건정책, 국민건

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 
관련 조직, 저출산 대책, 보건정책 변화에 대한 윤리적 측면, 우리나

라 보건의 지역 격차, 의료기관 인증제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보
건의료산업의 글로벌화 정책, 역학조사관제도, 검역제도, 안전 및 
재해, 남북건강보장 공동체 그리고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보건행정학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주제는 이번 특별호의 주

제 이외에도 더 남아있다[3-5]. 건강증진정책, 질병관리정책, 보건의

료자원, 보건의료서비스, 건강보장 등의 보건행정영역과 관련된 주
제들이며, 또한 고령화, 흡연, 비감염성질환(non-infectious disease), 

자살, 치매, 보건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응급의료, 본인부담 의료비,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지역사회중심 보건복지체계, 보건부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보건의료 비영리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 많은 주
제들이 남아 있다. 앞으로 보건행정학회지에서는 주요 보건행정분

야의 주된 주제에 대해 종설논문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자 한
다. 이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보건행정의 주축 학회인 한국보

건행정학회가 앞으로 30년의 사명을 담당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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