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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idence-based public health (EBPH) is defined as public health decision-

making based on current best evidence. Debates about the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control program sugges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2017 highlight the need to promote EBPH. Three strategies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providing necessary evidence by evaluating policy-evidence 

gaps; delivering high-quality, relevant, and timely evidences by conducting 

systematic reviews and adapting public health guidelines; and making value-driven 

decisions by training and educating public health policy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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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의 맞이하여, 결핵 발생률을 선진

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결핵안심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위해서 집단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대상자 187만 8천명에게 잠복결핵 감염 (latent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fection, LTBI) 여부를 검진하고, 검사 양성자에게는 항결핵제를 예방 투여하기로 발표하였

다 [1]. 해당 사업에 적용한 대상자 선정에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5월 말에 제

기되었다 [2]. 그리고 6월 21일 질병관리본부는 40세 건강진단 대상자를 LTBI 검진사업 대상

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3]. 

 

 이상은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사업의 수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 중

에서 과학적 타당성을 갖춘 근거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이처럼 공중보건과 관

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타당한 근거를 기반하는 것을 ‘근거중심 공중보건 (Evidence-base 

Public Health, EBPH)라 부르고 있다 [4]. 따라서 상기 사례는 한국의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의사결정에 있어 EBPH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기한 것이다. 본 시론의 목적은 EBPH의 정의 

(definition)와 EBPH 수행에 필요한 근거 생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EBPH가 공중보건 의사결

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알아본 다음, 국내 환경에서 EBPH가 활성화되

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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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근거중심 공중보건의 정의  

 

 1997년 Jenicek [4] 는 EBPH를 ‘지역사회와 주민에 관련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영역에 있어 가장 좋은 최신의 근거를 공정하고 명백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 (conscient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 of current best 

evidence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 care of communities and populations in the 

domain of health protection, disease prevention, health maintenance and 

improvement)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1996년 Sackett 등[6]이 EBM을 ‘The 

conscient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 of current best evidence from clinical care 

research in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patient.’ 라 정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좋은 최신의 근거를 공정하고 명백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의료계에서 제기된 근거중심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EBM)의 원리를 공중보건 영역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EBPH 가 이론화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6, 7]. EBM과 EBPH 모두 최선의 타당한 근거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10]. 이 점 때문에 EBPH 대신에 근거중심 정책결정 

(Evidence-based policy making) [11], 근거정보 의사결정 (Evidence-informe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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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이란 용어 등이 제시되었다 [12]. 

 

 위의 EBPH와 EBM 정의 간의 차이점들을 살펴 볼 때, 다음 세 가지에서 상호 비교

가 된다. 첫째, 적용 대상으로 EBM은 개별 환자인 반면, EBPH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다 

[13]. 둘째, 실행 개입 (intervention)으로 EBM은 질병치료인 반면, EBPH는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이다 [14].  셋째, 시행 주체로 EBM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인 반면, EBPH는 공중보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당국 (health policy makers)이다 [15].   

 

 한편 Sackett 등은 2000년에 EBM을 ‘The integration of best research evidence with 

clinical expertise and patient values’ 로 재정의 하였다 [16]. 이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임상

치료에 있어 최선의 근거 – 의료진의 전문성 – 환자의 가치 의 3가지 요소를 합쳐서 의사

결정을 하자는 점이다 [11]. 이에 맞추어 2004년 Kohatsu 등은 EBPH를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적 개입과 지역사회의 선호도를 통합하는 과정’ (‘the process of integrating 

science-based interventions with community preferences to improve the health of 

populations.’)으로 정의하였다 [17]. 이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재 정의한 것으로, EBM에

서 강조한 최선의 근거와 환자 가치 두 요소가, EBPH에서는 과학적 개입과 지역사회 선호도

로 상호 대응되어 있다 [6, 7, 10, 18]. 여기서 과학적 개입이란 용어에는 효과 (effectiveness)

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공중보건 사업을 뜻한다 [9]. 가치 (value)란 제한된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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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11], 이와 대응하는 지역사회 선호도 

(preferences)는 주민의 요구도 (community needs)란 의미로도 제시된다 [17]. 이런 이유로 

EBPH의 의사결정은 근거중심 (evidence-based)을 넘어 가치기반 (value-based)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19], 결정할 정책과 관련한 여러 이익집단 등과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7]. 

 

 이처럼 EBPH의 정의를 EBM과 대응하여 정의해 온 것과 달리, Brownson 등 [20]은 

EBPH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과학적 추론 원칙을 적용하여 공중보건영역에서 효과적인 사

업과 정책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것’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effective programs and policies in public health through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scientific reasoning) 이라 정의하였다. 이 문구 중 효과 (effectiveness)란 편익 

(benefit), 유해 (harm), 비용 (cost)을 모두 반영한 근거를 뜻한다 [21]. 

  

 2. 근거중심 공중보건을 위한 근거 확보 

 

 앞서 언급한 EBPH의 3가지 정의들  - Jenicek [4], Kohatsu [17], Brwonson [20]- 에

서 공통적인 키워드는 ‘과학적 근거’와 ‘의사결정’ 이다 [8, 22]. 특히 합당한 의사결정을 위해

선 효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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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M과 비교해서 EBPH에 필요한 관련 근거들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차

이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근거를 생성하는 연구 설계에서 차이가 있다. EBM에서 주요

하게 다루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의 연구결과들을 EBPH에서는 

거의 활용할 수 없어서, 과학적 설득력이 더 낮은 생태학적 연구 (ecologic studies), 단면연

구 (cross-sectional studies), 유사실험연구 (quasi-experimental studies), 시계열분석 (time-

series analyses)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경우가 많다 [6, 13]. 나아가 전문가 의견 (expert 

opinion), 사례보고 (case study) 등을 근거로 삼기도 한다 [14]. 둘째, 관련 근거를 활용할 주

체에서 차이가 있다. EBM에서는 의료진, 특히 주치의란 독자적인 주체가 근거를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EBPH에서는 최소한 4 군의 주체들 – 보건의료 정책결정자, 정책수행자, 정책관

련 이익집단, 공중보건학자-이 관여한다 [6]. 따라서 주체들마다 요구하는 근거들이 다양하

고, 생성된 근거의 수용 정도도 각각 다르다 [19, 23]. 셋째, 근거와 시행 간의 간극 

(Evidence-Practice gaps)을 메꾸기 위한 지침 (guideline) 개발에 있어 관여하는 학문 영역에

서 차이가 있다. EBM에서 환자 진료에 초점을 둔 임상진료지침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의 개발은 임상의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EBPH와 관련한 공중보건지침 (public 

health guideline, 이하 PHG) 개발에서는 더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결과들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6, 15].  

 

 이상의 차이점들 때문에, EBPH 수행에 반영할 근거의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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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과 함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11]. 그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근거

생성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다. 영국의 NICE (https://www.nice.org.uk/)와 한국의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neca.re.kr/) 등이 EBPH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둘째, 

지식기반 (knowledge base) 구축이다.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 (risk factors)들

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4]. The Cochrane 

Library (http://www.cochranelibrary.com/), Health Research Policy and Systems 

(https://health-policy-systems.biomedcentral.com/)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의과학지식센터 (http://library.nih.go.kr/ncmiklib/) 가 같은 운영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셋째,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s, SR)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11, 22]. 

EBPH에서 SR로 생성된 근거들은 공중보건사업의 효과와 영향을 측정하거나, PHG 개발에 

활용된다 [25]. 

 

 3. 근거중심 공중보건 활성화와 관련한 요소들  

 

 EBPH를 위해 생성된 대부분의 근거들은 서구사회에서 얻어낸 연구결과들을 기반하

고 있다는 점에서 [6], 국내 공중보건 의사결정에 적용할 근거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NECA란 전담조직과 국립의과학

지식센터란 정보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EBPH가 국내 현실에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

써 근거의 상대적 부족 이외의 다른 장애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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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cco 등 [25]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요소들을 태도 

(attitudes), 지식 (knowledge), 기술 (skills), 행위 (behavior)의 4가지 차원에서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Jacobs 등 [26]은 9개의 장애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이중 3가지 요소 – 근거중심 

공중보건 프로그램 개발 경험 부족 (lack skills to develop evidence-based programs), 의사결

정과정의 소통기술 부족 (lack skills to effectively communicate findings to state-level policy 

makers), 여러 영역의 전문성 한계 (feels the need to be an expert on many issues) –를 개선 

가능한 (modifiable)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Oliver 등 [27]은 발표된 연구결과가 시기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점과, 전달받은 근거들을 의사결정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EBPH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Oliver 등 [27]의 첫째 주요 장애요

소인 근거전달의 문제는 Jacobs 등 [26]의 경험부족과 소통부족 요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둘째 주요 장애요소인 의사결정자의 이해부족은 전문성 한계와 같은 뜻이다. 결국 근거생성

의 연구자와 의사결정의 행정가 간에 원활한 소통 부재가 EBPH 활성화의 장애 요소인 것이

다. Hyder 등 [28]이 EBPH 활성화를 위해 6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Table 1), 이들 모두 다 두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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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제언 

  

 이상을 요약하자면, EBPH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거생성의 연구자

와 의사결정의 행정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질

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LTBI 검진사업의 대상 선정에서 있어 여러 논란과 이후 변경이 있었

던 것에 있어서 [1-3], 공중보건관련 정책의 결정과 수행 주체인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하여 

두 주체 간의 소통 수준을 평가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다각도의 개선책

을 도출하기를 제안한다. 혹시 관련 근거에 바탕하여 개발된 PHG에 기반하지 않고 이해상

충이 개입될 수 있는 관련자들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도였다면, 이를 시급

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고위험군이나 소

외계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관련 근거들을 확보한 다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

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6]. 

 

 한편 EBPH의 연구자-행정가 간의 의사소통은, EBM의 환자-의료진 간의 의사소통보

다 더 어렵다 [11]. 왜냐하면 EBPH의 의사결정 과정이 EBM과 달리 매우 독특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7].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단위로 수립된 전략에 따라 설립된 산

하 조직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14]. 한국 정부는 정책-근거의 간극 (policy-

evidence gap)을 분석하여 공중보건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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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SR과 PHG 같이 질 높은 근거들을 창출하여 의사결정 시점에 

맞게 전달하기 위하여 [6] 국립의과학지식센터를, 의사결정자들이 가치기반의 의사결정을 제

대로 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1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www.khealth.or.kr) 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EBPH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들 세 기관들을 묶는 리더십 

네트워크 (leadership network)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29]. 이에 관하여는 STP (SUPPORT 

Tools for evidence-informed health Policymaking의 운영 전략을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12, 

21]. 나아가 이미 국제적 공조를 갖춘 DECIDE (The Developing and Evalua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to Support Informed Decisions and Practice Based on Evidence) 

consortium 에도 적극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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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ggested strategies to promote evidence-based public health* 

Strengthening demand from policy-makers 

Creating formal processes to facilitate dialogue 

Improving packaging of evidence 

Enhancing technical capabilities and competencies 

Implementing incentives for researchers 

Recognizing the role of informal relationships: 

* Modified from Hyder et al. (20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