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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According to 2017 data, the proportion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in Ulsan was the lowest except for 

the Sejong. In 2002,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Ulsan tried several times to build a public 

general hospital in Ulsan, but it was repeatedly thwarted. In this survey, we tried to find out the types of public 

general hospital that Ulsan citizens prefer.

Methods: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on 600 men and women aged 20 and over who live in Ulsa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eferred area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general hospital, the reasons for 

the absence of public general hospitals in Ulsan, the social role of public general hospital, consider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general hospital, the scale and role of public general hospital, and consideration in selecting 

the location of public general hospital.

Results: A total of 98.6% of the survey participants answered the public general hospitals were necessary. The top 

reason for absence a public hospital in Ulsan was 'activity and incompetence of mayor and political circles (37.2%)'. 

Most important social role of public general hospitals was 'the survey of dise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health policies (34.8%)'. 'Financial security (51.3%)' was most important for establishing a public general hospital.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needed a 'university hospital' scale public general hospital (70.2%).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the location of the public general hospital was in areas with good access to 

transportation (61.3%).

Conclusions: The survey showed that most Ulsan citizens wanted a public general hospital. It confirmed that public 

general hospitals are desired to perform various tasks while providing high quality of medical care rather than 

special types of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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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과거 논의는 한동안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보완하여 취약지 내

지 취약대상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1]. 공공병상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

하위권을 기록해왔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 야기한 결과라 할 수 있다[2].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개

정이 2013년 2월 이루어졌다[3].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공공 영역의 자원 투입을 늘리기보다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 중심(공공 대 민간)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전환시켜 공공보건의

료를 확충하려고 시도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했는지 의문점이 있다. 단적인 

예로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부의 통제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조직의 생존 및 사회적 순응이라는 측면에서 수동적으

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기존 의료기관의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 내 공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동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목적하였던 바가 의료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서 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임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여전히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특히, 권역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책임의료

기관을 지정할 때 민간의료기관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7], 권역 또는 지역 내 공공의

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충분한 규모를 지닌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6]. 종합병원급 공공의료

기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인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가 바로 그러한 예시가 될 것이다.

2017년 기준 울산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0%로 전국의 비중 5.7%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

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8].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의 경우도 0.9%로 전국 10.2%에 한참을 미치지 못

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8]. 울산시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은 울산광

역시립노인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울산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

라 울산시에서는 그동안 공공종합병원의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이 꾸준히 있어왔다. 2002년 울산 참여연대에서 울

산시립의료원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는 500병상의 양질의 포괄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종합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와 좌절이 여러 번 거듭되어왔다. 2008년 국립산재병원 설립이 무산되었고, 2013년부터 

시작된 산재모병원 설립 움직임은 접근성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및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9].

울산시에서 공공종합병원의 설립이 번번이 무산되었던 이유들 중 하나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공공종합병원의 안이 울

산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형태의 공공종합병원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오랫동안 울산시에서 공공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원하는지 엄밀한 절차에 

따른 설문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

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해 울산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공공종합병원을 원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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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울산시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보건의료 발전 방안 수립을 위

한 설문조사[10] 중 이번 연구는 공공종합병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참여자 및 설문조사

이번 연구의 모집단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8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 진행 전 연구진 2인이 면접원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설문지 내용, 설문조사 진행 지침 등에 대하여 한 차례 교육

하였다. 숙달된 전문 면접원(trained interviewer)이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대면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진행 전 면접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참여

자들만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600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울산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구군 수준) 

인구비례 할당추출(proportionate quota sampling)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지 개발 및 내용

이번 설문조사는 울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되었다[10].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울산시에서 

수행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존 설문 문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문항, 공공병원 선호도에 관한 기존 설문 문항 

등을 검토하였고, 설문 초안을 보건소장, 예방의학 전문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검토 받았다. 전

체 설문 내용은 의료기관 이용 경험,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관한 의견, 울산 권역 종합병원 이미지, 공공종합병원 설립

에 관한 선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10]. 이번 연구의 초점인 공공종합병원 설립에 관한 선호 영역에서는 

공공종합병원의 필요성,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이유, 공공종합병원의 사회적 역할,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중요한 사

항, 공공종합병원의 규모 및 역할, 공공종합병원의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았다(부록 참고). 인구사회학적 정보

로는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구군 수준), 학력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에 관한 정보, 자가보고 건강상태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

빈도 분석을 통해 설문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

령대, 학력, 가구소득, 자가보고 건강상태)에 따라 문항별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 또는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TATA 13.0을 사용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보았다.

윤리적 고려

이번 연구는 울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아 진행되었다(IRB Number: 2018-06-002). 연구 

종료 후 3년 간 이번 설문조사의 원자료를 저장할 예정이고, 연구 종료 후 원자료를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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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울산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총 6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률은 34.4%이었다. 설문 참여자들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018년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설문

조사의 참여자들이 성, 연령대, 지역(구군 수준) 측면에서 울산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is survey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P-value

Frequency % %

Gender
Man 307 51.2 51.4

1.000
Woman 293 48.8 48.6

Age group

The 20s 108 18.0 16.6

0.999

The 30s 108 18.0 18.0

The 40s 127 21.2 21.0

The 50s 133 22.2 22.7

Over the 60s 124 20.7 21.7

Sub-region

Junggu, Ulsan 124 20.7 20.1

1.000

Namgu, Ulsan 174 29.0 28.6

Donggu, Ulsan 85 14.2 14.2

Bukgu, Ulsan 102 17.0 17.9

Uljugun, Ulsan 115 19.2 19.2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51 8.5 -

-
High school graduate 289 48.2 -

Junior College Graduate 88 14.7 -

Senior College 172 28.7 -

Household
income

Under 2000 thousand won 59 9.8 -

-

2000-2990 thousand won 71 11.8 -

3000-3990 thousand won 189 31.5 -

4000-4990 thousand won 163 27.2 -

5000-5990 thousand won 85 14.2 -

6000 thousand won and above 33 5.5 -

Self-rated
health

Very good 157 26.2 -

-Good 382 63.7 -

Bad or very bad 61 10.2 -

Total 600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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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의 필요성 및 부재 이유

설문 참여자들 거의 대부분이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매우 필요: 45.3%, 필요: 53.3%) 응답하였고(Figure 1), 

이러한 응답 결과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울산에 공공종합병원이 없

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장 및 정치권의 활동 및 무능력(37.2%)’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재정자립도(28.0%)’, ‘지역 

주민의 무관심(12.2%)’, ‘민간의료 시설의 공급 과잉(12.2%)’ 등도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다(Figure 1).

<Figure 1> The Necessity and Reasons for the Absence of Public General Hospital

공공종합병원의 사회적 역할

공공종합병원의 가장 큰 사회적 역할로는 ‘질병 조사와 지역보건 정책 수립(34.8%)’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Table 

2), ‘저렴한 의료비(22.0%)’, ‘질병예방 및 교육사업(21.8%)’, ‘취약계층 진료 및 관리(21.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응답 결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하위그룹에서 ‘질병 조사와 지역보건 정책 수

립’이 가장 많이 손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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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ole of the general hospitals in health care
(Unit: %)

Disease 
investigation 
and establish 
of community 
health policy

Affordable 
medical 

expenses

Disease 
prevention 

and education 
business

Vulnerable 
groups care and 

management
P-value

Gender
Man 34.5 21.8 21.8 21.8

0.992
Woman 35.2 22.2 21.8 20.8

Age groups
Under the 50s 35.3 20.7 21.0 23.0

0.572
Over the 50s 34.2 23.7 23.0 19.1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34.1 20.6 22.7 22.7

0.637
Above junior 

college graduate 35.8 23.9 20.8 19.6

Household 
income

Under 4000 
thousand won 36.4 21.0 24.8 17.9

0.063
Above 4000 

thousand won 33.1 23.1 18.5 25.3

Self-rated
health

(Very) good 35.1 21.0 23.0 21.0
0.096

(Very) bad 32.8 31.2 11.5 24.6

Total 34.8 22.0 21.8 21.3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중요한 사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재정확보(51.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시 차원의 의지(30.0%)’, ‘설

립 추진 위원회 구성(10.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Table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응답 결과의 차이는 확

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하위그룹에서 ‘재정확보’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Table 3> Important thing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hospitals
(Unit: %)

Financial
security

Willingness 
of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to 

establish a public 
general hospital

Formation of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Political
activity P-value

Gender
Man 47.9 32.6 12.4 7.2

0.205
Woman 55.0 27.3 9.2 8.5

Age groups
Under the 50s 52.5 29.7 9.6 8.2

0.701
Over the 50s 49.8 30.4 12.5 7.4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50.9 31.2 10.0 7.9

0.824
Above junior 

college graduate 51.9 28.5 11.9 7.7

Household 
income

Under 4000 
thousand won 50.2 29.2 13.2 7.5

0.278
Above 4000 

thousand won 52.7 31.0 8.2 8.2

Self-rated
health

(Very) good 51.8 29.3 11.0 8.0
0.747

(Very) bad 47.5 36.1 9.8 6.6

Total 51.3 30.0 10.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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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의 규모 및 역할,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종합병원의 규모와 역할 수준으로는 ‘대학병원급(7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종

합병원급(24.0%)’, ‘특화된 전문병원(5.5%)’, ‘요양병원 수준(0.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Figure 2).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울주군(74.8%), 남구(74.1%), 북구(71.6%)에서 ‘대학병원급’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상대

적으로 많았고, 중구(33.9%)와 동구(30.6%)에서 ‘종합병원급’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공종합병원 입지 

선정 시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6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울산 내 중심 지역

(17.3%)’, ‘의료시설 낙후 시설(16.5%)’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Figure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응답 결과

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하위그룹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Figure 2> Preference on the scale and location of public general hospital



117울산광역시 시민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에 관한 선호도  | Original article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울산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울산시민들의 공공종합병원의 선호

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울산시 내 공공종합병원의 필요성 및 그동안 울산시 내 공공종합병원의 없는 이유, 공공종

합병원의 사회적 역할,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중요한 사항, 공공종합병원의 규모 및 역할, 공공종합병원의 입지 선

정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현재 울산에는 울산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이 부재한 상태인데,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울산시 공공종합병원 설립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울산시민들의 선호

에 맞는 공공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데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설문 참여자들 거의 대부분이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98.6%) 응답하였고, 모든 하위 집단에서도 공공종합

병원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만큼 울산시민들의 공공종합병원에 대한 희망이 드러난 결과였다. 특히,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종합병원의 규모와 역할 수준으로는 대학병원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비추어볼 때 

울산시민들은 단순히 종합병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성이 있고 포괄적 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병

원, 다시 말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공공종합병원에 관한 울

산시민들의 염원은 역으로 울산시에 믿고 갈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울산 내에 위치한 기

존의 민간의료기관들이 울산시민이 바라는 수준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 요양급여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다[11]. 울산시 내 주요 종합병원과 울산시 근처 주요 종합병원 간 적정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울산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정성 평가 결과가 산출되는 의료기관이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정도에 불과하였다[10]. 즉, 필

수보건의료 영역에 대하여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서 의료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살펴보아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유사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12].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내 주요 4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016년 기준) 중 급성기병원으로 인증을 획득한 병원은 2018년 8월 

기준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이렇게 세 개 병원뿐이었다[10]. 기존 의료기관들의 질 향상 및 

공공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13].

공공종합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특정 역할이 우세한 응답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기

대감이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에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저렴한 의료비와 취약계층 진료 및 관

리에 대한 응답도 있었지만, 공공종합병원의 역할로서 질병 조사와 지역보건 정책 수립, 질병예방 및 교육사업에 관한 

응답도 다수 있었다. 즉, 울산시민들은 공공종합병원에 대하여 단순히 진료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고, 예방 혹은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울산시

민들의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고, 울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보편적 건강안전망 확보 및 건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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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연장”의 달성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제공 등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종합병원의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10].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공공종합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와 좌절이 여러 번 반복되어왔다.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정권 때 시작된 산재모병원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 부지에 설립을 추진하였던 산재모병원은 전

국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면서 울산과학기술대학의 바이오 공학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

과 암 치료, 신의료기술 지원과 R&D 의료산업화, 메디컬 콤플렉스와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접근성을 주된 역할로 설정

하였다. 하지만 산재모병원 설립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입지하고 산재 환자를 주로 본다고 하지만 공단과 멀리 떨

어진 위치에 입지한다는 점, 산업재해라는 특수한 진료 영역만을 진료 영역으로 표방하였다는 점, 일반 진료 영역보다는 

희귀 난치성 및 암환자 치료와 의료 기술 개발 등 연구 중심 병원을 더 강조하였다는 점, 울산과학기술대학이 병원을 운

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산재모병원은 울산시민

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산재모병원 설립에 관한 논의는 차차 잦아들었다. 병

원을 보건의료의 영역으로 보기보다 산업화, 경제화의 논리로 보면서 시민들과의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것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울산시민들이 울산시에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가

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이 ‘시장 및 정치권의 활동 및 무능력(37.2%)’을 꼽은 것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이었던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에 관한 모델 마련 및 설립을 구

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울산 산재중심 공공병원 설립으로 진행하고 있다[14].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난 것은 아

니지만, 울산 산재중심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최대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

로 보이고, 또 다른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이 울산시에 설립되는 것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5]. 물론 울산 

산재중심 공공병원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센터들(예: 응급의료센터 등)을 덧붙이겠다고 언급하였

지만,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들이 재활 영역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중증 및 급성기 영역에서는 취약성을 드러

내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16] 그 실현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울산 산재중심 공공병원

의 형태는 양질의 의료를 포괄적인 영역에서 제공하기를 바라는 울산시민들의 바람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공공

종합병원 모델일 수 있다. 

울산시민들은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재정확보’를 가장 많이 손꼽았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중

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시 자체의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울산시의 재정자립도

는 타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기준 69.9%로 전국 평균 53.7%보

다 높고, 이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10].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울산시는 보건

의료 분야에 재정적 지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 울산시 자체의 확실한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면조사의 특성상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의 약 10%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좀 

더 나쁜 사람을 위주로 혹은 대면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공공종합병원의 선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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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종

합병원을 형태 및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설문을 통하여 거의 모든 울산시민들이 공공종합병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산재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병원보다는 양질의 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

면서도 공공보건의료 영역 내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공공종합병원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

구 결과가 울산시 공공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울산시뿐만 아니

라 타 시도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내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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