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국 문 요 약 ……………………………………………………………………ⅰ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5

1. 산업구조의 개념 …………………………………………………… 5

2. 산업구조분석이론 ………………………………………………… 6

3. 산업구조분석의 목적 …………………………………………… 8

4. 병원산업구조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 9

Ⅲ. 연구방법 ……………………………………………………………… 12

1. 연구대상 …………………………………………………………… 12

2. 조사방법 및 대상 ………………………………………………… 13

3. 변수선정 및 분석방법 …………………………………………… 14

4.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정의 ……………………………………… 15

5. 분석의 틀 ………………………………………………………… 17



Ⅳ. 연구결과 ……………………………………………………………… 18

1. 연구대상병원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8

2. 분석결과 …………………………………………………………… 19

Ⅴ. 고 찰 ………………………………………………………………… 47

Ⅵ. 결 론 …………………………………………………………………… 52

참 고 문 헌 ………………………………………………………………… 54

영 문 초 록 ………………………………………………………………… 56



표 차 례

표1. 각 지역별 중소병원 비율 및 전체중소병원대비 지역분포율 ……… 13

표2. 다섯가지 경쟁요인과 주요변수들 ……………………………………… 14

표3. 연구대상병원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8

표4. 기존병원간의 경쟁강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 23

표5. 기존병원간의 경쟁강도 분석결과 ……………………………………… 24

표6.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 29

표7.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 분석결과 …………………………………… 32

표8.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 34

표9.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 분석결과 …………………………………… 36

표10.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설문조사 내용 …………………… 38

표11.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분석결과…………………………… 40

표12.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설문조사 내용 …………………… 42

표13.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분석결과 ………………………… 45

표14. 다섯가지 경쟁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종합 ………………………… 46

그 림 차 례

그림1. 분석의 틀 ……………………………………………………………… 17



국 문 요 약

중소병원이 지역주민에게 의료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면서 지역의

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경영환경의 악

화로 중소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병원산업의 장기적

인 수익성 및 성장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우위전략의 수립과 실천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M . Porter의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 의한

산업구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경남지역소재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산업

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병원들간의 경쟁 및 위협강도를 측정하여 중소병원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 즉 산업매력도를 분석함으로써 중소병원산업

의 경쟁우위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연구방법은 67개 연구대상 중소병원에 대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에서 응답한 54개 병원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

여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 의한 경쟁 및 위협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섯 가지 경쟁요인 중 기존병원간의 경쟁강도와 신규진출병원 및 대체

의료기관 그리고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의 중소병원 산업매력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래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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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양상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매력

도 역시 약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경쟁 및 위협강도가 대체로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의료환경 및 경쟁양상이 지속되어 산업매력도가 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사방법, 변수들간의 가중치, 결과에 대한 주관

적 판단의 개입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지만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산업에 대해 산업구조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중소병원산업의 산업매

력도를 측정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중소병원경영자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소병원산업의 경쟁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쟁우위전략 수립시 반영함으로써 중소병원산업의

산업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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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 구의 배경 및 필요 성

오늘날 병원산업은 과거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이

급격하게 밀어닥치고 있다. 과거의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환경이 바뀜에 따라 별 어려움 없이 성장해온 우리나라 의료기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재벌이 병원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의

약분업의 실시, 포괄수가제의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의사와 병

상수의 과잉공급, 의료전달 체계의 실효성, 의료시장의 개방 등으로 의료기

관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요구의 고급화, 과도한 시설투자경쟁, 차관으로 타인 자본에 의

한 자본조달의 증가 등 병원경영의 비용증가 요인은 갈수록 늘어나 수익성

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1)

특히 대형병원에 비하여 투자규모, 인력, 장비, 시설, 교육연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의원급에 비해서는 가격경쟁에

서 불리한 환경에 있고 의원급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그 기능과 역할 설정

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여2)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을 유인할 만한

1) 조우현. 이해종 외. 의료서비스 마케팅, 퇴설당, 1999, p.18.
2) 김문식. 병원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1997, 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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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부족하고 규모에 비해 진료과목의 수가 많으며 자본력이 약하고 유

능한 관리자가 부족하여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국민생

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고급의료수요의 증가와 대형병원 선호의식은 병원

의 대형화와 의료장비의 경쟁적인 고급화를 불러와 결국 중소병원들의 경

쟁력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의 중소병원들은 만성적인 의료인력난에 시달리고 있

어 의사인력유치를 위해 대도시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의사와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진

료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 )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병원의 수익성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병원이 의료수익의 창출이 낮고 비용관리 능력도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4)

그러나 중소병원은 지역밀착형 경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높혀 주었고 지역의료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병원산업 발전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4월 기준으로 전체 병원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5) 중소병원은 수

3) 서영준. 성익제. 병원경영위기의 주요요인 및 극복전략, 1997년도 춘계 학술대회 연제집,

한국병원경영학회, pp. 31- 54.
4) 황인경. 병원의 수익성 관리개선을 위한 의료이익계획 모형 및 혁신, 합리화전략 개발

연구, 병원경영학회지, 1996; 1(1) : pp. 87- 91.
5) 한동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진흥전략, 보건산업진흥전략 국제심포지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999, pp. 11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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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의료이용편익 증대와 국민건강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병원 경영자나 병원산업 관계자들은 중소병원산업

이 장기적인 수익성 즉, 산업매력도가 높은 성장산업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

병원의 수적 증가로 인해 중소병원산업끼리의 경쟁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면

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은 매우 심각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동일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각 기업은 서로를 구체적인 경쟁대상으로 의

식하게 됨으로 기업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

간 경쟁의 본질과 양상 및 그 강도는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이 형성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요인과 이를 반영한 개별 기업의 경쟁전

략에 의해 결정된다.6 )

따라서 중소병원 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산업매력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산업 내 경쟁양상과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산업구조분석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6)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전략 경영, 서울경제경영, 1999, pp. 17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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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의 목적

중소병원이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소도

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병원 경영환경의 악화로 중소병원간

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병원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우위전략의 수립과 실천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Michael Porter의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

의한 산업구조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중소병원비율과 전체중소병원

대비 지역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경남지역 소재 300병상 미만 규모의 중소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병원들간의 경쟁강도 및 위협강도를 측정하여

중소병원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 즉 중소병원산업의 매력도를 분석함

으로써 지역중소병원의 경쟁우위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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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 산 업구조 의 개 념

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킬

때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이란 서로 유사한 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군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분석에서의 산업의 개념은 특정산업에 포함된 업체와 중

간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쟁자와 고객을 모두 포함하

는 넒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7) 산업구조에 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경제

학의 한 분야를 이루는 산업조직론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산업구조를 기업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기업경영

자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8)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환경은 투자수익률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

에 개개 기업의 경쟁전략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기본 틀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매력도와 경쟁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산업

매력도는 궁극적으로 그 산업의 경쟁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기업간

7) 이학종. 전략경영론, 박영사, 1996, p.158.
8) 조동성. 전게서, pp. 177-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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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양상을 결정하는 구조를 산업구조(Industry structure)라고 한다.9)

특정산업의 장기 전망과 수익성을 진단하려면 그 산업의 잠재규모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산업구조는 경쟁업체와 대체

상품업체 그리고 고객업체와 공급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산업내의 상황

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과 그들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업체간의 경쟁이 달라지는 것이다.10 )

2 . 산 업구조 분석 이론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경영전략에 도입한 사람은 Michael

E . Porter이다.

Porter는 산업조직론에서 발전된 산업구조분석을 기업에 적용하기 쉽도

록 변형시킨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Porter의 산업구조 분석 틀에 의하면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 의해 산업의 수익률 즉 산업매력도가 결정된다고 보

았다.

이 다섯 가지 경쟁요인은 기존 경쟁기업들간의 경쟁강도, 새로운 기업의

진출에 따른 위협, 대체품의 압력,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Porter는 이 다섯 가지 요인의 경쟁관계에서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기업과 산업의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보고 경쟁요인들의 힘과 이에 따

른 수익성을 결정짓는 산업들의 주요한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9) 어윤대. 방호열 외. 전략경영, 학현사, 1998, p.131.
10) 이학종, 전게서,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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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에 의하면 각 산업의 경쟁도는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

적인 산업의 구조와 경쟁자들간의 상호적 대응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였고 어떤 산업이든 간에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아지며 일정한 수준 이상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

이는 산업의 경우에는 기존기업의 확장이나 신규경쟁자의 진입으로 인해

투자가 증가된다고 보았다.

Porter의 다섯 가지의 경쟁요인을 살펴보면 특정산업에서의 경쟁이 기존

기업들의 경쟁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경쟁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즉 구매자와 공급자는 기업의 전략적 의

사결정에 따라 제휴 내지 협력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경쟁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협력의 대상으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

일한 산업에서 경쟁의 범위를 좁혀본다면 기존 경쟁자와 잠재적 진출기업,

대체품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경쟁의 축이라 할 수 있다.11)

그러나 기업전략적 관점에서 본 산업구조 분석은 고객과 공급자, 대체품,

잠재적 진출기업들도 모두 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엄연한 경

쟁자들이며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들 경쟁요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도 있고 또 덜 두드러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섯 가지 경쟁요인은 모두 특정산업의 경쟁강도와 수익성을 동시

에 결정짓지만 이 중 가장 유력한 한가지 요인이나 여러 개의 요인이 지배

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략을 수립하는데는 이러한 유력한 요인을 중요

시해야 한다고 하였다.12)

11) 이광현. 21세기 기업생존전략, 석정, 2000, pp. 296- 297.
12) Michael E. Porter . 조동성·정문준 공역, 경쟁전략, 경문사, 1990, pp.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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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신규진출기업이 별다른 위협이 안될 만큼 특정산업의 시장에

서 매우 확고한 기반을 다져놓은 기업이라 할 지라도 품질이 더 좋고 값이

싼 대체품이 나타나면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다섯 가지 경쟁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기 기업이 속한 산업구조를 분

석함으로써 그 결과 나타난 경쟁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정책수립시에 반영해

야 한다고 보았다.

3 . 산 업구조 분석 의 목적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이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산업구조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경쟁요인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의 요인을 파

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 경쟁요인들이 지닌

경쟁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이 고려해야 할 경쟁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다섯 가지 요인별로 각각의 경쟁강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산업의 이윤잠재력, 즉 산업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각 경쟁요인들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밝혀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산

업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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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구조분석의 목적은 산업매력도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구조적 경

쟁요인을 설명하고 앞으로 산업구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밝혀줌으로

써 특정 경쟁전략을 수립하는데 따르는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4 . 병 원산업 구조분 석에 관한 선 행 연 구

기업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산업구조분석이 병원산업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의료환

경이 경쟁환경으로 변함에 따라 병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병원산업내 경

쟁의 양상과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병원산업에 대해서도 산업구조분석적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병원산업의 산업구조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중 최초의 연구는 조우현·전

기홍의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의 산업구조분석 14)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우현 등은 Michael Porter의 산업구조분석 틀을 활용하여 특정 병원군이 속

해 있는 병원의 경쟁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에 의해 병원산업구조를 평

가함으로써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산업이 투자할 만한 이윤 잠재력을 가

진 매력적인 산업인지를 알아보았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13) 이광현. 전게서, 2000, pp. 294- 295.
14) 상기 조우현. 전기홍의 논문은 본 연구인 중소병원산업의 산업구조분석 에 대한 연구의

동기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행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우현. 전기

홍.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의 산업구조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1998; 8(2) : pp.2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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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등은 이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병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없이 단순히 투자이익률에 의해 병원의 수익성을 파악하였다고 보고

이것은 현재의 병원성과를 말할 수는 있지만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한 병원산업의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분석하는데는 한계

가 있다고 하였다.

조우현 등은 이 연구에서 병상규모를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보았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라 병원기능과 환자의 병원에 대한 인식

등이 크게 차이가 나고 병상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으면 서로 다른 성격의

병원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쟁환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 세분화된 유사한 성격의 병원군을 연구대상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더

분명한 경쟁환경에 대해 논할 수 있으며 현실성 있는 산업구조분석이 될

것으로 보았다.15)

한편 정영호·이견직은 보건산업의 산업구조분석 및 발전방향 이라는

연구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즉 병원산업에 대한 산업구조분석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16 )

정영호 등은 우리 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

였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관계

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15) 조우현 등은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 병상기준을 500병상으로 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500병상 규모 이상의 병원이 되어야만 고급기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 전공 전

문의가 많고 세분화된 전문기술의 서비스를 수행하며 고가의 장비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병원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우현. 전게지, p. 29.
16) 정영호. 이견직. 보건산업의 산업구조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 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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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등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의료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의료서비스산업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해당산업내의 하부단

위간의 연구에 치우쳤다고 보고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와 여타

다른 산업부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한 받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영석 등은 병원경영전략의 유형과 성과 라는 논문에서 병원산

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병원경영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병원들의 경영전략형태를 분석하였다.17 )

박영석 등은 경쟁의 분석과 전략의 공식화를 위해 제공된 Porter의 산업

구조분석틀이 병원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 병원

들이 나름대로 구사하고 있는 경영전략의 형태를 Porter의 본원적 경영전

략유형에 따라 차별화 전략, 원가우위전략, 집중화전략의 세 가지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파악하고 이에 따르는 성과의 변이 및 병원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전략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7) 박영석. 이기효. 김원중 외. 병원경영전략의 유형과 성과, 병원경영학회지, 1999; 4(1):
pp. 12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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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 연 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에 등록된 경남지역소재

300병상 미만의 67개 중소병원을 연구대상산업으로 하였으며 300병상 미만

의 중소병원군을 연구대상 산업으로 정한 것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4월 기준으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수적으로 볼 때 전체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 중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의료서비스제공의 중

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상규모가 비슷한 병원군들 간의 경

쟁강도가 제일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원들이나 대형병원들과의 비교가 아닌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간의 경쟁양상과 강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지역인 경남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

중소병원 비율은 81.9%로 200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5위, 전체중소병원 대

비 지역밀집도는 9.9%로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중소병원간의 경쟁강도

가 심한 편이다.

3차 진료기관의 외래환자 중 64%가, 입원환자의 44%가 1, 2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충분한 실정이고 앞으로의 보건의료양상이 질병예방, 건강증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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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한다고 볼 때18) 중소병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중

소병원산업의 경쟁강도와 산업매력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1> 각 지역별 중소병원 비율 및 전체중소병원 대비 지역분포율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전

체

전체

병원 수
172 86 41 34 27 26 20 135 33 29 33 47 55 47 83 7 875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수

130 65 31 26 22 17 18 112 25 21 26 40 46 35 68 6 688

각 지역별

중소병원

비율

75.6 75.6 75.6 76.5 81.5 65.4 90.0 83.0 75.8 72.4 78.8 85.1 83.6 74.5 81.9 85.7 78.6

전체

중소 병원

대비

지역분포율

18.9 9.4 4.5 3.8 3.2 2.5 2.6 16.3 3.7 3.1 3.8 5.8 6.7 5.1 9.9 0.9 100

(단위 : 개, %)< 자료 :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2000 >

2 . 조 사방법 및 대 상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설문지를 사용한 우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각 변수입장에서 분석한 중소병원의 경쟁 및 위협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단일문항식 단일정답형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연구대

18)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의료문제 진단과 처방, 한국의학원, 1999, pp. 512-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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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소병원 대표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문항에 가장 적절한 답을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연구대상 각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경영자나 최고행정관

리자 1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0년 11월 20일부

터 12월 9일까지 3주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67개 병원중 이 기간 내에 응

답한 병원은 54개 병원이었다.(회수율 80.6%)

3 . 변 수선정 및 분 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ichael Porter의 산업구조분석 기법

을 활용하였다. Poter가 주장한 산업매력도 측정을 위한 다섯 가지 경쟁요

인과 그 구조적 변수들을 <표2>와 같이 병원조직 특히 연구대상인 중소병

원의 특성에 맞게 변형 재구성하였다.

<표 2> 다섯 가지 경쟁요인과 주요변수들

기존 병원간의

경쟁강도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경쟁자 수

고 정 비

서비스 차별화

시설확장

철수장벽

교체비용

소요자본

서비스 차별화

정부정책 규제

원가우위

기존병원의

대응책

상표 이미지

교체비용

대 체 병 원 에

대한 수요자

의 성향

대체의료기관

의 비용

대체의료기관

의 효과

교체 비용

수요자 비중

서비스 차별화

교체비용

수요자의

정보력

수요자의 가격

민감성

공급자의 비중

대체원료

존재 여부

원료차별화

정도

교체비용

공급제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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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54개 병원 대표자

들의 응답내용을 <예 1>과 같이 분석하였다.

<예 1>

귀 병원과 경쟁이 되는 지역 내 기존 중소병원의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다 ② 보통이다 ③ 적다 ④ 기타 ( )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경쟁자 수를 분석하는 위의 질문에서 「많다」라

고 응답한 자가 제일 많은 경우에는 경쟁중소병원의 수가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경쟁강도가 높다고 보고 현재의 경쟁강도는 강 으로

하였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자가 제일 많은 경우에는 경쟁강도가 덜

치열하다고 보고 현재의 경쟁강도를 중간수준인 중 으로 하였으며, 적다

라고 응답한 자가 제일 많으면 경쟁이 거의 없다고 보고 현재의 경쟁강도

는 약 으로 결정하였다.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현재의 경쟁강도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미래의 산업

매력도는 분석변수의 미래 변화양상에 맞춰 평가하였다.

4 . 연 구대상 중소 병원의 정의

우리 나라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각 단체

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중소병원 이라는 용어

는 법적 학문적으로 정의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대형병원, 대학병원,

혹은 3차 진료기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제도측면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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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범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9)

우리 나라 의료법(제3조)에는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30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 이라 하고 100병상 이상 규모를 종합병원 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진료체계를 기준으로 2차 병원과 3차 병원의

구분이 있으며 수련여부에 따라서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인턴수련병원,

비수련병원 등으로 나누고 있다.

중소병원에 대한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종합

병원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병원을 중소병원으로 정의하고

있고20)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400병상 미만을

중소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에서는 2000년 8월 30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500인 미만과 매

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해주기를 건의하였다.21)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시

행령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이하, 자산규모가 700억원 이하의 병원을

중소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환경과 병원규모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인 30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

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병원을 중소병원으로 규정하였다.

19)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 전문인력 수급에 관한 조사 연구, 1997, pp.1- 5.
20) 이동모.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의 구상, 보건복지포럼, 1996, 10, p.9.
21) 대한병원협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00.
22) 박용희. 김문겸 외. 중소기업지원제도 총람, 한국경제신문사, 1998, pp.6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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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 석의 틀

M . Porter의 산업구조분석모형을 병원산업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그

림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 17 -

신규진출 병원

공급자교섭력에

의한 위협

대체의료기관

구매자기존병원간의 경쟁

신규병원의 진출에

따른 위협

대체의료기관의

위협

구매자교섭력에

의한 위협
공급자



Ⅳ . 연구결과

1 . 연 구대상 병원 및 응답 자의 일반적 특성

설립형태, 병원종별, 병상수, 소재지, 응답자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병원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설 립 형 태

공 립 2 3.0
지방공사 2 3.0
특수법인 2 3.0
재단법인 1 1.5

사회복지법인 2 3.0
의료법인 18 26.8
개 인 40 59.7

병 원 종 별
병 원 55 82.1

종합병원 12 17.9

병 상 수

100병상 미만 31 46.3
100- 199병상 21 31.3
200- 299병상 15 22.4

소 재 지
시 지 역 53 79.1
군 지 역 14 20.9

응 답 자

이 사 장 1 1.9
병 원 장 7 12.9
부 원 장 1 1.9
사무국장 6 11.1
기획실장 6 11.1
관리부장 4 7.4
행정부장 10 18.5
원무부장 2 3.7

기타 행정직 17 31.5
무 응 답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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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 석결과

1) 기존 병원 간의 경쟁 강도

① 경 쟁자 수

<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중소병원의 경쟁자 수를 분석한 결과 "

많다"는 의견이 26명인 48.1%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18명인 33.3%로 나

타났다.

특정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기업의 수익률은 상대적

으로 높아지게 되며 경쟁기업의 수가 많고 경쟁활동이 치열할수록 심각한 경

쟁환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수익률도 낮아진다.23)

특히 연구대상지역인 경남지역은 중소병원 분포도가 <표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매우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자 수에 입각한 현재의 경쟁강도

는 높다고 보고 강 으로 처리하였고 당연히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낮아

약 으로 처리하였다. 미래에는 중소병원의 경쟁환경이 더욱 심해질 것으

로 판단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낮다고 판단되어 약 으로 하였다.

② 고 정 비

구조적으로 고정비24)가 높은 경우 기업은 시설 유휴현상이 일어나지 않

23) 조동성. 전게서, p. 182.
24) 적은 규모의 병원일수록 고정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가고 적자병원이 흑자병원

보다 고정자산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중. 이해종 병원의 수익성 결정요

인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1994 ; 4(1) : pp. 13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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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판매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

게 되고 이것은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치닫는 수가 있다.25)

대부분의 중소병원의 경우 다른 중소병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설과 의료장비 등 고정비에 대한 투자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중소병원들의 고정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유동성 비용과 비교

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4명 중 고정비가 높다고 응답한 사

람이 39명인 72.2%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10명인

18.5% 이었다.

따라서 고정비로 인한 현재의 경쟁강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 강 으로 하

였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낮아서 약 으로 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중소병원산업의 경우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도 역시 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서비스 차별화

조사결과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61.1%인 33개 병원이 현재 서비스 차별

화, 특성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고 25.9%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은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 차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병원산업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현재의 경쟁강도는 높은 수준인 강 으로 하였고 현재

의 산업매력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 약 으로 하였다.

25) 이광현. 전게서, 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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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된 산업일수록 수익률이 높고 차별화가 적은 산업일수록 수익률

이 낮아진다고 할 때26) 이 부분의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중소병원간의 경쟁

양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중소병원의 특성화27), 서비스 차

별화가 더욱 진행되어 미래에는 서비스 차별화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럴 경우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현재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

어 중간수준인 중 으로 하였다.

④ 시설확장

시설확장 측면에서 볼 때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85.1%에 해당하는 46개

병원이 시설확장을 했거나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설비와 수요가

일치할수록 기업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대규모의 시설이나 설비확장은 확장시설을 가동한 직후에 치열한

경쟁을 야기시킨다. 대규모로 시설을 확장할 경우 당분간 공급과잉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판매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업은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인하를 시도하게 되고 그러한 가격인하는 산업의 수익률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28)

따라서 시설확장 측면에서 본 현재의 경쟁강도는 높다고 보고 강 으로

하였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낮아져서 약 으로 하였다. 미래에도 경쟁우

위에 서기 위한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비확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26) 장세진.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0, pp. 103- 104.
27) 중소병원의 경우 특성화 즉 전문화의 정도가 강할수록 수익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원중. 이용철. 강성홍. 중소병원의 전문화와 경영성과, 병원경영학회지,
1999 ; 4(2) : pp. 104- 105.

28) 이광현. 전게서, 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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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미래의 산업매력도도 약 으로 판단하였다.

⑤ 철수장벽

높은 철수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철수장벽이란 기

존산업에서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산업에만 특화된 설비를 갖춘 기업의 경우 이 산업

에서 철수하고 싶어도 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

수장벽이 높게 되고 따라서 기존기업간의 경쟁은 심화된다.29)

연구대상 중소병원산업의 경우 철수장벽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59.2%

로 32명으로 나타났다. 병원산업의 철수장벽은 타 산업에 비해 더 높은 편

이고 또 병원은 고가 장비와 많은 직종의 전문직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집

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폐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강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강도는 철수장벽이 높아 강 으로 하였고 현재의 산

업매력도는 낮아 약 으로 하였다. 미래에도 병원산업의 이러한 특성은 크

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낮게 보아 약

으로 하였다.

29) 이광현. 전게서,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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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존 병원간의 경쟁강도에 관한 설문조사내용

분석 요소 내 용 비고

경쟁자수

귀 병원과 경쟁이 되는 지역 내 기존 중소병원의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많다(26명, 48.1%) ② 보통이다(18명, 33.3%)
③ 적다(7명, 13.0%) ④ 기타(3명, 5.6% )

고정비

토지, 병동건물, 기계장치, 의료기기, 구급차, 침대, 금융리스

자산 등 고정 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높다(39명, 72.2%) ② 보통이다(10명, 18.5%)
③ 낮다(5명, 9.3% ) ④ 기타

서비스

차별화

귀 병원에서는 중소병원 경영전략상 서비스 차별화, 특성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실시하고 있다(33명, 61.1%) ② 실시하지 않고 있다(6명, 11.1%)
③ 실시할 예정이다(14명, 25.9%) ④ 기타(1명, 1.9%)

시설확장

다른 중소병원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시설 확장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46명, 85.1%) ② 그렇지 않다(4명, 7.4%)
③ 모르겠다(1명, 1.9%) ④ 기타(3명, 5.6%)

철수장벽

병원을 폐업하고자 할 때 노조의 반대, 고정자산처분 등의

장애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요인이 많다(32명, 59.2%) ② 장애요인이 적다(11명, 20.4%)
③ 장애요인이 없다(8명, 14.8%) ④ 기타(3명, 5.6%)

교체비용

환자가 기존병원에서 같은 진료권내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진료병원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든다(7명, 13.0%) ② 조금 든다(31명, 57.4%)
③ 들지 않는다(16명, 29.6%) ④ 기타

⑥ 교체비용

교체비용 측면에서 본 경쟁강도는 설문조사 결과 조금 든다 와 거의

안 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87.0%에 해당하는 47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경우 비슷한 진료권 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

체비용이 크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쉽게 옮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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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소병원간의 경쟁강도가 높다고 보고 현재의 경쟁강도는 강 으

로 하였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 으로 하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중소병원의 특성화, 차별화 경향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

료서비스의 일관성 및 지속성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단골의사 개념의 일반

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물질적, 심리적 교체 비용이 현재보다는

약간 커져 환자가 병원을 쉽게 옮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

매력도는 현재보다 조금 나은 중간 수준인 중 으로 하였다.

<표 5> 기존병원간의 경쟁강도 분석결과

분 석 요 소 현재의 경쟁강도 현재의 산업매력도 미래의 산업매력도

경 쟁 자 수 강 약 약

고 정 비 강 약 약

서비스차별화 강 약 중

시 설 확 장 강 약 약

철 수 장 벽 강 약 약

교 체 비 용 강 약 중

종 합 강 약 약

이상과 같이 6가지 변수들에 의한 기존중소병원들간의 경쟁강도를 분석

한 결과 <표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쟁강도는 강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의 중소병원산업매력도 역시 현재의 경쟁양상이 대부분 그대

로 지속될것으로 예상되어 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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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 규진 출병 원의 위협 강도

① 소요자본

신규진출병원이 기존병원들과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

한데 이러한 점은 진입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설문조사결과 새로 중소병원을 설립할 경우 많은 자본이 든다는 의견이

53명인 98.1%로 나타났다. 진입 초기에는 위험부담이 많거나 회수가 불가

능한 대규모 광고활동이나 조사 및 개발활동, 생산설비, 초기활동의 결손보

존 같은 일에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사용면에서 그 만

큼 위험부담이 많아30) 신규진출병원이 쉽게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기존중소병원은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

는다.

그러므로 소요자본으로 인한 신규진출병원의 현재의 위협강도는 약하다

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높다고 보고 강 으로 하였다.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미래에도 이러한 투자요인이 변치 않을 것으로 보여

강한 것으로 하였다.

② 서비스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란 기존기업이 상표인식과 고객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상표인식과 고객신뢰는 지금까지 계속해온 광고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30) Michael E. Porter . 조동성·정몽준 공역, 전게서, 1990, pp.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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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는 새로운 진출기업이

기존고객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파고드는데 엄청난 지출을 강요하는 형태

로 진입상의 장벽구실을 한다.31) 그러나 병원산업의 경우 의료의 특성상

일반기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설문조사결과 신규진출병원이 서비스를 특성화하여 유능하고 친절한 의

료진의 확보, 시설, 설비의 차별화, 환자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갖추었을

때는 기존 중소병원에 익숙해져 있던 환자라도 동일 진료권내에 있는 다른

중소병원으로 쉽게 옮겨 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3명인 79.6%로 나타

났다.

현재의 환자행태와 중소병원 수준으로 볼 때 기존중소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닌 이상은 신설중소병원도 차별화 시스템을 갖추고 진출하기 때문에 기

존중소병원의 서비스 차별화로 인해 신설병원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 본 신규병원의 위협강도는 강하다고 보

았다.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신설중소병원이 기존중소병원의 차별화전략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때 약하다고 보았다.

미래에는 병원의 서비스차별화, 특성화전략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신규진

출병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현

재보다 다소 높아진다고 예상되어 중간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31) Michael E. Porter . 조동성·정몽준 공역, 전게서, 199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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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정책 규제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법에 의한 제한규정외에는 신규병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자금 융자시에는 농어

촌 소재 민간의료기관에 한하여 농어촌 특별회계에 의한 농특자금을 지원함

으로써 의료기관의 균등한 분포를 위한 약간의 정책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중소규모의 신규병원을 설립할 때 약간의 정책상의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명인 55.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는 중간정도로 평가하

였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중간수준으로 보았다.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건강

보험수가, 병상규제, 지역적 형평성 등에 관한 정부의료정책의 규제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간수준으로 평가하였다.

④ 원가우위

기존기업은 선발기업의 이점으로써 독점적인 생산기술, 유리한 원자재 확

보, 우수한 인력 선점, 유리한 입지조건, 정부의 보조, 제품생산의 경험,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 신규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가상의 우위

를 확보할 수 있다.32) 그러나 병원산업의 경우 의료의 특성상 기존병원이 선

발기업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지 않다. 물론 병원산업의 경우에도 기

존병원이 수요증대로 땅값이 오르기 전에 이미 좋은 병원부지를 확보했다든

가 일부사업부문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았을 경우 그 보조가 계속되는 한

신규진출병원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계속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32) Michael E. Porter . 조동성·정몽준 공역, 전게서, pp. 22- 23.

- 27 -



그러나 이러한 요인 이외에는 기존병원이 신규진출병원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차별적인 원가상의 우위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독창적인 특허나 기술이 기존

기업의 지식이나 노하우로 축적이 되지만 병원의 경우 독창적인 의료지식이

나 기술은 병원이 아닌 의사 개인의 축적된 노하우이기 때문에 만약 신설병

원이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유능한 의사를 영입한다면 단기간 내에

기존병원의 경험과 기술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33) 유리한 원

자재 확보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언제라도 필요한 원자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기존중소병원이 신설병원에 비해 원가상의 우위를 누린다고

답한 사람은 12명인 22.2%에 불과하고 70.4%에 해당하는 38명은 그렇지 않

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존병원의 원가상의 우위는 신규진출병원에 큰 장

애가 되지 않아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의 산

업매력도는 낮다고 보았다.

미래에는 전문병원이나 오너(owner )인 의사를 제외한 유능한 의료진 확보

는 중소병원의 형편상 안정적인 확보가 쉽지 않고 갈수록 유리한 병원 입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것이 신규진출병원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여 신규진출병원에 의한 위협강도가 현재보다 다소 낮아져 미래의 산업

매력도는 중간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조우현 외. 전게지,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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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에 관한 설문조사내용

분석요소 내 용 비고

소요

자본

새로 중소병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자본이 든다(53명, 98.1%) ② 약간의 자본이 든다

③ 자본이 필요 없다 ④ 기타(1명, 1.9%)

서비스

차별화

기존병원의 서비스 차별화를 신뢰하고 있던 환자가 신설병원

이 의료서비스를 특성화, 차별화 할 때 신설병원으로 쉽게

옮겨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쉽게 갈 것이다(43명, 79.6%) ② 쉽게 가지 않는다(9명, 16.6%)
③ 가지 않는다(1명, 1.9%) ④ 기타(1명, 1.9%)

정부

정책

규제

중소병원급 신설병원 설립 시 정부 정책상 규제는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규제가 심하다(5명, 9.3%) ② 약간의 규제가 있다(30명, 55.5%)
③ 규제가 없다(19명, 35.2%) ④ 기타

원가

우위

기존병원은 신설병원에 비해 절대적인 비용의 우위(원가상의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12명, 22.2%)
②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17명, 31.5%)
③ 그렇지 않다(21명, 38.9%)
④ 모르겠다(4명, 7.4%)

기존

병원의

대응정도

기존병원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 지역 내 비슷한 규모의 신설

병원이 들어설 때 기존병원이 신설병원에게 가할 수 있는

보복이나 대응책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① 뚜렷한 대응책이 있다(5명, 9.3%)
② 약간의 대응책이 있다(18명, 33.3%)
③ 대응책이 없다(28명, 51.8%)
④ 기타(3명, 5.6%)

상표

이미지

기존병원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표이미지(name value)가 신설

병원의 진입에 어느 정도 장애를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장애요인이 된다(15명, 27.8%)
② 약간의 장애요인이 된다(7명, 13.0%)
③ 장애요인이 안 된다(32명, 59.2%)
④ 기타(1명. 1.6%)

교체

비용

환자가 기존병원에서 같은 진료권내의 다른 신설병원으로

옮길 경우 진료 병원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든다(7명, 13.0%) ② 조금 든다(31명, 57.4%)
③ 들지 않는다(16명, 29.6%)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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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존병원의 대응 책

기존 경쟁중소병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신규병원의 진출이나 경쟁참여를

불쾌하게 여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러한 예상은 신규진출병원의 진입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신설병원의 진출시 기존병원이 신규진출병원에게 가할 수

있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의견이 28명인 51.8%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병원의 대응강도는 신규진출병원에게 큰 진입장벽이 되지 않

는다는 뜻이므로 신규진출병원이 가하는 위협은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

으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산업매력

도 역시 현재상태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낮다고 판단하였다.

⑥ 상표이미지

기존기업이 이미 시장에 구축해 놓은 고유의 상표이미지가 신규진출기업

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상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클 경우 확실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34) 병원산업의 경우 지역사회기여도가 크

거나 서비스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 환자나 고객이 해당병원을 특별히 선호

할 때 상표이미지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병원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표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의 특성상 신규병원이 유능한 의료진, 훌륭한 시설이나 설비의 확보를 통

해 의료 서비스의 특성화를 단기간 내에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병원

이 하기에 따라 기존병원의 상표이미지는 큰 진입장벽이 안될수도 있다.

34) 이광현. 전게서, pp. 30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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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 기존병원의 상표이미지는 신규진출병원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2명인 59.2%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진출병원은 어렵지 않게 경쟁산업에 뛰어 들 수 있으므로

기존병원에게 가 할 수 있는 위협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

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병원의 특성화, 차별화가 현재보다 더욱 진행될 것

이고 전문병원의 증가 및 선호도 증가, 단골의사 개념의 확대 등으로 기존

병원의 상표이미지의 효과가 현재보다 더 증대될 것으로 보여 신규병원에

게 현재보다 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의 산

업매력도는 현재 보다 약간 나은 중간 정도로 파악하였다.

⑦ 교체비용

교체비용이란 구매자가 기존제품에서 다른 공급자의 제품으로 바꿀 때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병원산업의 경우 환자가

기존병원이나 의사에서 신규진출병원이나 의사로 바꿀 경우 진료병원을 교

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는 크게 망설

이지도 않고 별다른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큰 수술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교체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치료를 위해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 의

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기존의 중소병원에서 다른 신설병원으로 병원을 바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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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교체비용이 많이 든다고 응답한 자는 7명인 13.0%에 불과하고

조금 들거나 안든다라고 응답한 자는 47명인 87.0%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

체비용측면에서 볼 때 비용부담이 크게 없어 신규진출병원이 기존중소병원

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산업매력도

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의료서비스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어 교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 측

면에서 본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현재보다 다소 높은 중간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 분석결과

분석요소
현재의

위협강도

현재의

산업매력도

미래의

산업매력도

소요자본 약 강 강

서비스 차별화 강 약 중

정부정책규제 중 중 중

원가우위 강 약 중

기존병원의 대응책 강 약 약

상표이미지 강 약 중

교체비용 강 약 중

종 합 강 약 중

이상과 같이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를 <표7>과 같이 7가지 변수들 측

면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위협강도가 높아서 산업매력도가 약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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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었으며 미래에는 서비스 차별화와 원가우위, 상표이미지 그리고 교체

비용의 영향을 받아 산업매력도가 현재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중간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 대체 의료 기관 의 위 협강 도

① 대체의료기관 에 대한 수요자의 성향

설문조사결과 연구대상 중소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대체성이 큰 의

료기관으로 전문병원을 선호한 사람이 48명인 88.8%나 되었으며 일반중소병

원과 전문병원 중 전문병원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49명인 90.7%나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의료기관의 대상을 전문병원으로 하였다.

이처럼 전문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치료효과

나 서비스 측면에서 전문병원이 일반중소병원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환자가 필요시에는 기존중소병원에서 전문병원으로

흔쾌히 옮길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명인 75.9%나 되었다.

따라서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산업

매력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는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면에서 전문

병원 선호도가 지금보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가 여전히 높아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약할것으로 보았다.

② 대체의료기관 의 비용

설문조사결과 기존중소병원의 대체의료기관인 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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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원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인 50.0%로 나타

났고 전문병원이 더 비싸다고 응답한 사람은 26명인 48.1%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의료기관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중소병원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대체의료기관에 의한 현재의 위협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하였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도 중간으로 하였다. 미래에도 이 부분

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도 중간수준으로

하였다.

<표8>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분석 요소 내 용 비고

대체의료

기관에

대한

수요자성향

만약의 경우 수요자인 환자가 기존의 중소병원에서 대체의료

기관인 전문병원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쉽게 옮길 것이다(41명, 75.9%) ② 망설일 것이다(4명, 7.4%)
③ 옮기지 않는다(1명, 1.9%) ④ 기타(8명, 14.8%)

대체의료

기관의

비용

같은 진료과일 경우 일반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의 진료비용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소병원이 비싸다(1명, 1.9%) ② 전문병원이 비싸다(26명, 48.1%)
③ 별 차이가 없다(27명, 50.0%) ④ 기타

대체의료기

관의 효과

같은 조건의 경우 일반중소병원과 전문병원 중 치료효과는

어느 쪽이 높다고 봅니까?
① 중소병원이 높다(3명, 5.6%) ② 전문병원이 높다(41명, 75.9%)
③ 비슷하다(10명, 18.5%) ④ 기타

교체비용

수요자인 환자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중소병원에서 대체의료

기관인 다른 전문병원으로 옳길 때 교체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① 많이 든다 (4명, 7.4%) ② 조금 든다(41명, 75.9%)
③ 안든다(8명, 14.8%) ④ 기타(1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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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체의료기관 의 효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54명중 41명인 75.9%가 대체의료기관인 전문병원

의 치료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측면

에서는 기존 중소병원보다 대체의료기관인 전문병원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 되어 대체의료기관에 의한 위협강도가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할 것으로 보았다.

미래에는 대표적인 대체의료기관인 전문병원이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것

으로 보여 전문병원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져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약하

다고 보았다.

④ 교체비용

대체의료기관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클수록 기존중소병원에

대한 위협의 강도는 약해질 것이며 교체비용이 적을수록 기존중소병원에

대한 위협의 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존중소병원에서 대체의료기관인 전문병원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은 4명인 7.4%에 불과하고 조금 들거나

안든다라고 응답한 자는 49명인 90.7%나 되었다.

따라서 대체의료기관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거나 없다고 보

고 현재의 위협강도는 대체로 강하다고 판단하였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하였다.

미래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과 특성화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의

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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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물질적, 심리적 교체비용이 현재보다 더

들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래에는 위협강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

고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중간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9>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 분석결과

분석요소
현재의

위협강도

현재의

산업매력도

미래의

산업매력도

대체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자의 성향
강 약 약

대체의료기관의 비용 중 중 중

대체의료기관의 효과 강 약 약

교 체 비 용 강 약 중

종 합 강 약 약

이상과 같이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를 <표9>와 같이 4가지 변수들 측

면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위협강도가 대체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에 따라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래에는 변수의 중요성에서 볼 때 대체의료기관의 비용과 교체비용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대체의료기관인 전문병원의 치료효과와 대체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자의 성향이 위협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

고 미래에도 이러한 양상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매력

도 역시 대체로 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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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요 자 교 섭력 에 의 한 위 협강 도

① 수요자 비중

병원산업에서 구매자, 즉 수요자는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설문조사결과

수요자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54명인 1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요자의 비중이 커져 병원에 대한 수요자 교섭력이 증대되어 수

요자의 위협강도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도 이러한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매력

도 역시 약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② 서비스 차별화

설문조사결과 중소병원 경영전략상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는 병원이 33개 병원인 61.1%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차별화정도가 수요자

인 환자의 병원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의견이 34명인 63.0%

로 나타났다. 서비스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자의 교섭력이 떨어진다고 볼

때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현재의 위협강도가 약해져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중소병원간 서비스 차별화가 현재보다 더욱 진전되어 수요자인

환자의 교섭력이 현재보다 약해져 수요자의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가 떨

어져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강할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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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설문조사내용

분 석 요 소 내 용 비 고

수요자 비중

병원에서 구매자(수요자)는 환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소

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수요자인 환자의 비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중요하다(54명, 100%) ② 보통이다

③ 중요하지 않다 ④ 기타

서비스차별화

의료 서비스 차별화 정도가 수요자인 환자의 병원 선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4명, 63.0%)
②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20명, 37.0%)
③ 전혀 관계없다

④ 기타

교체비용

환자가 기존병원에서 같은 진료권내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진료병원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든다(7명, 13.0%) ② 조금 든다(31명, 57.4%)
③ 들지 않는다(16명, 29.6%) ④ 기타

수요자정보력

환자가 의사로부터 진료 받기 전에 자신의 진료내용이나

진료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알고 있다(3명, 5.6%) ② 조금 알고 있다(36명, 66.6%)
③ 전혀 모른다(14명, 25.9%) ④ 기타(1명, 1.9%)

수요자의

가격민감성

수요자인 환자가 의료비용에 얼마나 민감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상당히 민감하다(29명, 53.7%)
② 대체로 민감하다(24명, 44.4%)
③ 민감하지 않다(1명, 1.9%) ④ 기타

③ 교체비용

진료병원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물질적, 심리적 비용이 많이 들 경우

병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섭력은 줄어든다. 반면에 교체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교섭력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진료병원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응답한 자는 7명인 13.0%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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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금 들거나 안드는 것으로 응답한 자가 47명인 87.0%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체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요자의 교섭력에 의

한 위협강도가 대체로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중소병원의 특성화, 차별화가 더욱 진전되고 단골의사의 확보,

의료서비스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교체비용에 대한 부

담이 현재보다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교섭력에 의한 위

협강도가 현재보다 다소 낮아져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중간수준이 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④ 수요자 정보력

설문조사결과 수요자인 환자가 병원선택과 진료내용, 진료비용 등에 관

한 정보를 보통수준인 조금은 알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한 자가 36명

인 66.6%로 나타났다.

수요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수요자 교섭력이 높아지고 위협

강도도 높아지는데 설문조사결과 수요자 정보력이 보통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는 중간정도로 하였으며 현재의 산

업매력도 역시 중간수준으로 하였다.

미래에는 수요자 의식수준과 요구의 증대, 의학정보의 공개와 접근 가능

성의 증대, 진료비에 대한 정부개입 증대, 병원서비스의 증대 등으로 수요

자 정보력이 현재보다 많아져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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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요자의 가격 민감 성

수요자는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의 가격에 대해 자신의 이윤 폭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가 있다.

만약 수요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가격에 대해 민감하다면 어떤 형태

로 든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병원산업의 경우에 있어서

는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3.7%인 29명이 수요자인 환자가 자신의 의료

비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병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섭력을 높여 현재의 위협강도는

강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하다고 보았다. 미

래에도 이러한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11 >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분석결과

분석요소
현재의

위협강도

현재의

산업매력도

미래의

산업매력도

수요자비중 강 약 약

서비스차별화 약 강 강

교체비용 강 약 중

수요자 정보력 중 중 약

수요자의 가격민감성 강 약 약

종합 강 약 약

이상과 같이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를 <표11>과 같이 5가지 변

수들의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위협강도는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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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산업매력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서비스차별화와 교체비용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현

재의 양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로 약할 것으로 결정

하였다.

5 ) 공급 자 교 섭력 에 의 한 위 협강 도

① 공급자의 비중

병원산업에 있어서 공급자는 약품, 의료재료,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약

도매상, 의료기상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54명중 38명

인 70.3%가 공급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공급자

의 비중을 높게 보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자의 교섭력이 낮아져 현재의 위협강도는 약한 것으로 하였으

며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강하다고 보았다. 미래에도 이러한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대체원료 존재여 부

설문조사결과 기존공급업체의 원료 즉, 약품, 의료재료, 의료기기 등을

대체할 유사대체원료가 많다고 응답한 자가 30명으로 55.6%로 나타났다.

병원산업의 경우 고가의 수입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약제품, 의료재료를

만드는 공급업체가 많아 비슷한 효능을 가진 원료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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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대체원료가 많은 경우 공급자의 교섭력이 떨어져 해당병원에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위협강도는 약하다고 보았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강하다고 보았다. 미래에도 이러한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

로 보여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2>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설문조사 내용

분석요소 내 용 비고

공급자의
비중

귀 병원과 거래하는 공급자가 만약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급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쉽게 교체한다(38명, 70.3%) ② 교체가 어렵다.(13명, 24.1%)
③ 모르겠다(1명, 1.9%) ④ 기타(2명, 3.7%)

대채원료
존재여부

귀 병원과 거래하는 공급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유사대체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다(30명, 55.6%) ② 적다(20명, 37.0%)
③ 없다 ④ 기타(4명, 7.4%)

원료
차별화
정도

귀 병원에 납품하는 공급업체의 제품이 다른 공급업체의
제품과 비교해 제품(약품, 의료재료 등)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차별성이 많다(3명, 5.6%) ② 차별성이 적다(43명, 79.6%)
③ 차별성이 없다(6명, 11.1%) ④ 기타(2명, 3.7%)

교체비용

기존에 거래하는 공급자의 제품을 타업체의 제품으로 바꿀
경우 교체에 따른 물질적, 심리적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많이 든다(4명, 7.4%) ② 조금 든다(26명, 48.1%)
③ 비용이 안든다(17명, 31.5%) ④ 기타(7명, 13.0%)

공급제품
의 중요성

귀 병원과 거래하는 공급제품(약품, 의료기기 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23명, 42.6%) ② 약간 중요하다(20명, 37.0%)
③ 중요하지 않다(9명, 16.7%) ④ 기타(2명, 3.7%)

③ 원료 차별화 정도

현재 연구대상 중소병원에 납품하는 여러 공급업체의 여러 원료나 제품

이 성분이나 효능이 비슷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기능이나 용도가 같은 제

품간의 차별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설문조사결과 공급업체간 원료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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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적거나 없다고 응답한 병원이 49개로 90.7%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

급자의 교섭력이 약해지고 원료차별화 여부 입장에서 본 현재의 위협강도

는 약하고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강하다고 보았다.

미래에는 의료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증대되겠지만

제품간의 성능 차이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미래의 산업매

력도 역시 강할 것으로 보았다.

④ 교체비용

구매자가 공급자를 바꿈으로서 교체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의

교섭력은 강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될 때 구매자들은

공급자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주도권은 공급자가 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체비용이 적을수록 공급자의 교섭력은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자를 다른 공급업체로 바꿀 경우 교

체에 따른 물질적, 심리적 비용이 보통수준인 조금 든다 라고 응답한 사

람이 26명인 48.1%로, 비용이 안든다라고 응답한 자가 17명인 31.5%로 나

타났다.

따라서 교체에 따른 비용발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체비용에 따른

공급자의 교섭력을 중간수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교체비용으로 인한 현재의 위협강도와 산업매력도는 보통인 중

간정도로 하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시장의 확대로

공급업자간의 납품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교체비용에 따른 구매자의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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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더 줄어들어 공급자 교섭력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대체로 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공급제품의 중요 성

설문조사결과 공급제품의 중요성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응답한 사

람이 23명인 42.6%로 나타났으며 보통수준인 약간 중요하다 라고 답한

사람은 20명인 37.0%로 나타나 대체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약품이나 의료재료, 의료기기 등이 환자치료나 수술에 없어

서는 안될 필수품들이기 때문에 공급제품의 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제품의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하다고 보고 현

재의 위협강도는 강한 것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도 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약품이나 의료기

기의 성능도 더욱 발전되어 공급제품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급자의 교섭력이 증가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

도 약할것으로 판단하였다.

- 44 -



<표13>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분석결과

분석요소
현재의

위협강도

현재의

산업매력도

미래의

산업매력도

공급자의 비중 약 강 강

대체원료 존재여부 약 강 강

원료차별화 정도 약 강 강

교체비용 중 중 강

공급제품의 중요성 강 약 약

종 합 약 강 강

이상과 같이 공급자의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를 <표13>과 같이 5가지

변수들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현재의 위협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

나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대체로 강하다고 보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중소병원산업은 공급자나 원료차별화 그리고 대체원료의 존재여

부 등에 의한 위협강도가 미래에도 약할 것으로 보고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비교적 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다섯 가지 경쟁요인별로 <표14>와 같이 종

합해보면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산업의 경쟁 및 위협강도는 대체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경쟁요인 중 기존병원간의 경쟁강도와 신규진출병원 및 대체

의료기관의 위협강도 그리고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는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는 약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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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중소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변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게는 아직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병원들간 혹은 일반중소

병원과 대체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소병원 산업매력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래에는

기존중소병원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대체의료기관과 수요자 교

섭력에 의한 위협이 계속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비교적 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아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산업의 경쟁 및 위협강도

가 대체로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의 중소병원산업 역시 현재의 경쟁환경과 양상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어 산업매력도가 비교적 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14> 다섯 가지 경쟁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종합

현재의

경쟁·위협강도

현재의

산업매력도

미래의

산업매력도
기존병원간의

경쟁강도
강 약 약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
강 약 중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
강 약 약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강 약 약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약 강 강

종 합 강 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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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본 연구는 병원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의료환경변화로 인하여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의 수익성과 생산

성의 감소가 계속되자 병원산업에서도 경쟁우위전략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Porter의 산업구조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중소병원

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병원산업의 산업매력도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중소병원산업은 재정, 인력, 시설 및 장비, 정책적인 지원 등 여

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다한 부채, 수익성

부족, 과잉투자 등에 따른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경영미숙 및 경영의 비효

율성 등은 중소병원도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35)

또한 같은 진료권내에 중소병원의 수가 많아 생존을 위한 경쟁활동이 치

열하여 중소병원들 간에 서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친절운동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강화, 시설 및 의료장비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구대상 지역인 경남의 경우 지역내 중소병원

밀집도가 전국평균인 78.6%보다 높은 81.9%로 중소병원간 경쟁이 매우 심

각한 편이다.

35) 양동현. 정두채. 도산병원 실태와 대책,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한국병원경영학회, 1998, pp. 15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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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산업이든 비슷한 규모의 동종산업끼리의 경쟁이 있기 마련이며 경

쟁이 심해질수록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투자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아지

는데 이때 산업내 기업간의 경쟁도를 결정하여 투자결정 및 이익률에 영향

을 주는 요소는 다섯 가지 경쟁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36)

이러한 다섯 가지 경쟁요인은 모두 산업의 경쟁강도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핵심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결과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 의한 중소병원산업의 경쟁 및 위협강도

가 전반적으로 높아 산업매력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며 미래에도 이러한 의

료환경 및 경쟁양상은 큰 변화없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연구대상 중소병원산업의 경우 다섯 가지 경쟁요

인 중 네 가지 요인이 중소병원산업의 매력도를 감소시키는데 지배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급자교섭력은 위협강도가 약하여 중소

병원산업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기존병원간의 경쟁,

신규진출병원, 대체의료기관 그리고 수요자교섭력은 중소병원산업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산업매력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중소병원입장에서는 기존중소병원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신규진출병원, 대체의료기관 그리고 수요자교섭력에 의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6) 조동성. 전게서,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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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참고로 조우현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산업과 본 연구인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산업에 대한 연구결과

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우현 등은 연구대상인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산업에 대한 전반

적인 경쟁 및 위협강도가 다소 낮아 대형병원산업의 현재 매력도를 높게

평가는 하였지만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미

래의 대형병원의 산업매력도는 현재보다도 다소 낮아진 중간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37 )

반면 본 연구인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쟁 및

위협강도가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의

중소병원산업은 현재의 경쟁환경과 양상이 큰 변화없이 대부분 그대로 지

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산업매력도가 미래에도 대체로 약할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과정을 수행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 내지 제한점에 부딪혔는데 첫

째는 조사방법의 문제이다.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산업매력도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식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조사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설문조사방식을 통한 조

사대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판단이 얼마나 신뢰성을 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측정방법의 문제이다.

다섯 가지 경쟁요인들을 각각 여러 개의 변수들로 나누고 이것들을 종합

하여 경쟁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가중치를 같이 주었고

37) 조우현 외. 전게지, pp.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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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의 평가측정치를 단순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또 다섯 가지

경쟁요인들을 종합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각 경쟁요인들이 중

소병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다. 각 요인들 및 변수들

간의 가중치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 요인들 및

변수들에 대한 비중이 동일하다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변수설정의 문제이다.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Porter의 다섯 가지 경쟁요인들과 변수들을 의료

의 특성이나 중소병원산업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재설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다.

변수들 중에는 의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있었으며 또 병

원산업 중에서도 대형병원과 중소규모병원의 병상규모 차이에 따라 변수들

의 평가기준이 다를 경우도 있을 것이다.

넷째 각 변수 입장에서 경쟁강도를 측정하고자 만든 설문문항이 타당성을

지녔는가 하는 문제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문항개발이 되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다섯째 묻고자 하는 내용을 응답자가 정확히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설문문항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결여했을 경우에는 연구목적에 부합되

도록 설문대상자의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섯째 설문조사의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연구대상 중소병원의 최고경영자

나 행정관리자로 하였는데 최고경영자의 경우 병원장의 경우는 의사 출신이

많았고 이사장의 경우는 의사 출신이거나 전문경영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행

정관리자의 경우는 최고경영자 다음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위직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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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다.

이들의 출신배경이나 병원내 입지에 따라 판단상의 차이 즉 객관성을 결여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곱째 지역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였으나 같은 지

역내에서도 입지 조건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다섯 가지 경쟁요인들과 각각의 변수들에 의한 경쟁강도 및 위협

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했다고 하더라도 최

종적인 판단을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로써 표현하기 어

렵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

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Porter의 산업구조분석틀을 이

용하여 다섯 가지 경쟁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병원산업이 속한 산업구

조를 분석함으로써 중소병원산업의 경쟁우위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병원들간의 경쟁이 아닌 대형병

원과 중소병원, 중소병원과 의원간의 경쟁력과 산업매력도를 비교분석함으로

써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병원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산업매력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네 가

지 경쟁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쟁전략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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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본 연구는 의료환경변화로 중소병원간의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Michael E . Porter의 기업전략적 관점에서 파악한 산업구조분석틀

을 이용하여 병원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경남도내 300

병상미만의 중소병원들 간의 경쟁 및 위협강도를 분석하여 중소병원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 내지 수익성 즉 산업매력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존중소병원간의 경쟁강도 조사에서 중소병원들간의 경쟁이 치열

하여 경쟁강도가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의 산업매력도 역시 약할 것으로 판명하였다.

둘째 신규진출병원의 위협강도 조사에서 현재의 위협강도가 강하여 현재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미래의 산업매력도는 현재보다 다

소 나은 중간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대체의료기관의 위협강도 분석에서 대체의료기관으로 인한 위협이 강

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보았고 미래의 산업매력

도 역시 현재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약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분석에서 수요자 교섭력에 의한 위

협강도가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보았고 미래의 산업매

력도는 수요자 중시 경향의 지속으로 수요자 교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

어 역시 약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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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 측정에서 공급자 교섭력에 의한

위협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강한 것으로 보았고

미래에도 이러한 경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매력도가 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합해보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산업의 경쟁 및 위협강도는 전반적으로

강하여 현재의 산업매력도는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래의 중소병원산업도 기존중소병원들간의 경쟁양상과 신규진출병

원과 수요자에 의한 위협이 지속되어 산업매력도가 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사방법, 변수설정, 변수들간의 가중치, 주관적

판단의 개입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경남지역을 한정하였다고는 하나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산업에 대한 산

업구조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중소병원산업의 경쟁의 본질과 양상을 파악하

여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 즉 산업매력도를 측정하였다는데 본 연구

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소병원경영자들은 이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중소병원들간의

경쟁우위전략을 수립할 때 다섯 가지 경쟁요인을 반영하여 각 요인별로 강

약점을 분석하여 중소병원산업의 경쟁강도와 수익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

치는 핵심요인을 파악하여 중소병원에 알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

써 중소병원들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산업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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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s pit a ls th at h av e un der 300 B e ds .

Young Jae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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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Woo Hyun Cho, M.D., Ph .D.)

Nowadays , the competition betw een small to medium sized hospitals

is high because of the change of hospital management environment .

In these circum stances, in order to assess the industrial attractiveness

or long term earnings of the medium and small hospital industry , the

competition environment of betw een the small to medium sized hospitals

industry w as analyzed.

T o analysis of the competition environment , Michael E . Porter ' s five

competitive factors w ere used.

It is decisiv e of the in du str ial at tr act iv en es s of P orter ' s fiv e

competitive forces . Porter ' s five forces contains rivalry among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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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s, threat of new entrant s , threat of substitutes, bargaining pow er of

buyers and bargaining power of supplier s .

With the employment of Porter ' s five forces model, the deciding

factor w as examined and applied to evaluate the intensity of the threat

and competitiveness in the small to medium sized hospitals industry ,

and then the structure and attractiveness in medium and small hospital

industry w as assessed. T he subject of this study was medium and

small hospitals that have under 300 beds .

Main findings and as follow s .

Out of five factor s deciding competitiveness and threat , the intensity

of competitiveness between medium and small hospitals w as high and

the degree of strength of threat from newly opened medium and small

hospitals, the substitutes and negotiating pow er of consumer s, namely ,

patient s were also high in intensity . T his makes medium and small

hospital industry less attractive.

But the threat from the negotiating pow er of suppliers was low , this

makes medium and small hospital industry more attractive.

Overall intensity of threat and competit iveness for existing medium

and small hospital industry that have under 300 beds w as generally

high , consequently the attractiveness of the industry w as evaluated low .

It was under stood that future medium and small industry woul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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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ate of threat and competitiveness so that the

attractiveness for the medium and small hospital industry w ould be also

low .

T his study has it s limitations such as w eight of variables and

objectivity of finding analysis .

T his study has it s significance in that analysis on industrial structure

of medium and small hospital has tried for the first time using Porter ' s

five competitive factor s .

With this result , medium and small hospitals could w ork out the

advantageous strategy of competition to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the medium and small hospital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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