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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의사들의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의 정착

과 확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병원 시범병원인 종합병원의 봉직전문의와 계약개원의, 개방병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종합병원 봉직전문의 일반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과 우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분석가능한 26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전문과목,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 의료기관 소

재지, 병상수, 병원운영 어려움 여부 등이 그룹간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개방병원 계약개원의의 가장 많은 개방병원 선택기준은 지리적 근접성이며 향

후 개방병원 선택기준은 지리적 근접성, 높은 지명도,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의 순이

었다.

셋째, 의사들은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의료의 과잉투자를 줄이고 개원의의 전문적 의

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으며 병의원간 의뢰/ 회송을 증가시키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

료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방병원제도의 목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

다.

넷째, 의사들은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개방병원의 부족한 전문의를 유치하거나 병의

원의 수익증대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또한 환자들이 개방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다섯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는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농어촌인 경

우, 병상수가 적을수록, 과거 협진체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병의원간 협조체

계의 필요성을 시급히 인식하는 경우, 병의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방병원

제도에 대해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 높았다.

여섯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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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이며 다음은 1-99병상을

가진 경우, 협조체계의 필요성 인식 유무,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기

관의 소재지가 중소도시인 경우의 순이였는데 이중 중소도시에 위치한 경우의 인식도

는 낮아지는 반면 다른 요인들의 경우에는 인식도가 증가하였다.

일곱째,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 협진체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경험이 61.01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의 연령이 40-44세인 경우 39세 이하인 경우보다

이용경험이 9.9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개방병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많은

병원과 개원의들이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도록 제세감면조치, 자원구입을 위

한 저리융자, 개원의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새로운 수가체계의 마련, 의

료사고를 대비한 조정기구나 기금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환자들의

개방병원제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 하향조정, 개방병동 의사의

전속 배치, 절차의 간편화를 위한 전산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추후 개방병원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참여하지 않는 병원들에

서도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핵심어 : 개방병원제도, 의사,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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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 32조 3)이

가능해졌다(박윤형, 2001). 즉, 제 1항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

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제 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즉, 개원한 의사가 2, 3차 의료기관의 설비, 장비 및 인력을 이용

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특수

한 시술을 가진 의사나 혹은 규모의 경제에 비추어 특정 전문의를 고용할 수

없는 2 3차 의료기관이 개업하고 있는 특정전문의를 초빙하여 진료계약을 체

결한 후 그들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의료인은 원칙

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할 필요 없이 또는 개설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다.) 의료기관도 전속의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4대 보험가입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무)가 아닌

다른 기관 소속 또는 개인자격의 의사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다(행위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의료법의 신규조항이 제정되어 개방병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

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성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병원

(atten din g system )이란 지역사회의 개원의사가 2 3차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

전달체계를 말한다. 개방병원의 도입시 전문의의 개원이 용이해짐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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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과다 배출되어 의사인력 구조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사고

가 발생할 경우 병원과 계약의 사이에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 해결이 복잡 장

기화되는 문제점, 병원관리자와 개업의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1 2차 의료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

으며, 의료기관의 과잉 중복투자 방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인

의 진료능력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

면이 있다. 또한 중소병원의 유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적적인 측면으로 보건복지부에 개방병원 시범기관 신청을 한 의료

기관이 130여 개에 이르며 2001년 4월 그 중 30개의 병원이 시범병원으로 지

정되어 18개 의료기관이 개방병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2001년 5, 6월동

안 13개 의료기관이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 보

도자료, 2001. 9. 11.). 이 18개 의료기관은 대개 2차 병원으로 개방형 병원제도

가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결의 새로운 활로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확대 여부에 따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그 제도의 확대에는 의료인의 개방형병원에 대한 수용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그래서 개방병원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1998년 대한의사협회 주

관으로 아직 개방병원제도를 경험하지 못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가

실시되었다(김초강 등, 1998). 이 연구는 전국의 의료기관 중 1,000개 병의원의

병원장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0명의 응답을 받아 인구학적

특성 및 병원 운영에 대해서, 개방병원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의지 여부, 개방

병원에서의 의사들의 진료범위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방병원제도가 시범병원의 형태로나마 시행되고 있는 현

재의 상황에서 개방병원제도를 경험한 시범병원 소속 봉직의, 계약된 개원의

와 경험하지 못한 일반개원의와 일반봉직의에서의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

도의 차이를 조사하여 개방병원제도의 성공적인 확대와 정착을 도모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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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가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개방

병원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개

방병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와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방병

원제도의 이용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한 계약 개원의와 개방병원 봉직의, 참여하

지 않은 일반개원의와 일반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다.

둘째,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계약 개원의와 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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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방병원제도의 개념과 현황

이 장에서는 개방병원의 개념, 200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기관으로 확정

된 개방병원의 유형과 시범기관 지정 이후의 운영실적,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개방병원제도의 개념과 목적

1) 개방 병 원 제 도 의 개 념

병원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병원 운영형태로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형태는 미국, 캐나다의 시스템으로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병원 밖에 독립된 진료실을 가지고 입원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와

계약을 체결한 병원에 자신의 환자를 의뢰 입원시켜 자신이 직접 환자의 치료

를 담당하는데 평상시 병원에는 최소한의 의료인력만을 보유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방식을 개방병원체계(atten d in g system )라고 한다

(이병화, 2001). 즉 개방병원체계란 2 3차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장비와 시설 및

인력을 병원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의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원을 가지고 있

는 외부 개원의들에게 개방하여 공동 사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진료에 참여시키

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외부 개원의를 atten d in g

p hy sician "이라 하고 참여하는 의사의 대표가 병원과 협상하여 진료에 대한 의

료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개방형 병원의 형태는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

은 4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환자가 개원의에게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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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만일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의사가 계약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형태이다. 병원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있으나 주치의는 처음 진료한 개원의가

되는 형태로 주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이다. 이때 병원의 전속전문의는

극소수이고 이처럼 외부개원의들을 atten d in g p h ysician "으로 병원을 운영하

며 상주 의료요원은 H ou se staff"(레지던트)가 전담하게 된다. 두번째 유형은

환자가 개업 가정의에게 주로 진찰을 받고 병원에 입원시에는 병원의 내부전

담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는 형태로 문제해결후 다시 개업 가정의에게 다시

되의뢰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이다. 세 번째 유형

은 병원의 봉직전문의도 개업이 허용되어 퇴근후 개인진료가 허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진료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자신

이 봉직의로 있는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 자신이 진료하는 형태이다. 네 번

째 유형은 개원의 중 등록된 특정의사가 병원의 의료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

여 진료를 담당하는 형태로 인구 20만 미만의 일본 소도시 60여개에서 의사회

병원제도로 실시하고 있는 형이다(김초강 등, 1998).

이러한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방식 뿐만 아니라 진료비 상환방식에서도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자를 진료하고 난 후 병원과 의사에게

점수제(fee-for-service)로 진료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병원과 의원의 의사 모두 동일한 가치를 상환받는다. 그러나 개방병원

체계를 운영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병원과 의사에게 따로따로 진료

비를 상환하고 있다. 즉 의사에게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에 대

해서는 병원의 시설, 장비를 이용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이광수,

1994).

이와 같은 개방병원체계는 의원이나 병원이 자신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

여 환자를 치료하거나 단순히 2,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현재의 우

리나라의 병원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개방형 병원이란 병원 밖

에서 독자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외래 환자진료를 수행하면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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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환자 진료와 수술, 고가의료장비의 이용 등과 같은 복잡한 처치가 필요할

경우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이용하는 진료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진료비 납부 진료의뢰

병원서비스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비 지급(개원의분)

시설·장비·인력 이용

그림1. 개방병원의 개념 도식화(보건복지부, 2001)

2) 개방 병 원 제 도 도 입 의 이 점과 기 대 효 과

개방병원이 도입될 경우 개방병원 구성주체인 환자, 개원의 및 개방병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송효성, 2000).

가. 환자

첫째, 개원의가 개방병원에 진료접수 후 바로 검사 및 수술 등을 실시하므

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즉, 의원 내 시설·장비의 한계로 종합병

원을 찾게 될 경우 진료접수, 검사 및 수술대기 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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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한 검

사와 진단만을 실시하게 되어 의원 병원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중복 검사 비

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선택진료비 지불이 없이 선택진료가 가능하고 입원시 수

술기간 동안만 개방병원을 활용하고, 요양기간 동안은 수가가 낮은 개원의 입원실

을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동네 의사로부터 진단, 수술, 요양에 이르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므로 체계적인 병력 관리가 가능하다.

즉, 환자측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 개원의

첫째,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의원개설에

따르는 설비투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입원실과 수술실 및 장비가 없는 사무실

형 의원의 개설이 가능하다.

둘째, 지속적인 수술처치와 개방병원의 con fer en ce (집담회)활동을 통해

진료능력 제고와 신기술 습득이 용이하다.

셋째, 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수술행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전문

의의 기술이 사장되는 인적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의원의 환자가 환자에 대한 1, 2차 진료를 모두 수행하므로 단골환

자를 확보하여 진료과목별 주치의 역할이 가능하며, 개방병원의 진료서비스 제공

으로 환자유치에 유리하다.

즉, 개원의는 개원에 대한 투자부담이 없으면서 진료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단골환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개방병원

첫째, 유휴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하여 병원 가동률이 향상되어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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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므로 병원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증가된 수입을 시설, 장비에

재투자함으로써 환자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개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둘째, 개원의를 통해 환자들에게 미개설과목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명의사를 계약의로 위촉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개설과목중 전속전문의 구인이 곤란하거나 환자가 적은 과목은 전속전문

의 대신 개원의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영상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전속의와 개원의간에 협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 전속의의 진료능력을

향상시켜 개방병원내 진료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개원의가 자신의 진료과목이외의 환자를 개방병원에 회송하게 되

므로 병원의 측면에서는 환자유치에 유리하다(이광수, 1994).

다섯째, 개방병원체계를 실시하는 병원의 경우 병원의 운영이 행정조직에

의해 수행되므로 병원의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병원 운영

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병원 경영을 하게됨에 따라 병원의

조직 구성력, 운영력이 증가될 수 있다.

즉, 개방병원은 유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입을 높이면서 진료범위 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개방병원 운영 현황

1) 개방 병 원 의 분포

2001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방병원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운

영되고 있는 개방병원은 모두 30개이며, 병원유형별로는 국공립병원이 9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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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병원이 6개, 민간병원이 15개이다(표 1).

표 1. 병원유형별 개방병원 분포

주체
빈도

(개수)

비율

(%)
병원명

국공립병원 9 30
국립의료원, 지방공사 부산 인천 강릉 청주 남원 제주의료원, 건강보험관리

공단 일산병원, 산재의료원 순천병원

대학병원 6 20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가톨릭대 의정부병원, 단국대천안병

원, 동국대경주병원

민간병원 15 50

위생병원 (서울 ), 메리놀 동의병원 (부산), 가야기독병원 (대구), 호남병원 (광

주), 선병원 (대전 ), 동강병원 (울산), 안양메트로병원 (경기), 동해영동병원 (강

원), 제천서울병원 (충북), 전주병원 (전북), 목포가톨릭병원 (전남), 포항한동대

학선린병원 (경북), 동마산 김해중앙병원 (경남)

계 30 100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기에 각각 3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

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각각 2개, 대전, 울산, 충남, 제주에서 각각 1개씩의

개방병원이 운영이 지정되었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개방병원의 규모별로 701병상 이상이 4개이며, 700-401

병상이 21개, 400-201병상이 12개, 200병상 이하가 2개이다. 이처럼 401병상 이

상의 대형병원이 16개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4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이 24개로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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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병상수별 개방병원 분포

병상수
빈도

(개수 )

비율

(%)
병원명

701 이상 4 13.3 경북대병원 , 인하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일산병원

700-401 12 40.0

국립의료원 , 조선대병원 , 가톨릭대의정부병원, 동국대경주병원 , 위생병원, 메리놀

병원, 동의병원, 선병원 , 동강병원, 안양메트로병원, 목포가톨릭병원, 포항선린병

원

201-400 12 40.0
순천병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남원의료원, 강릉의료원, 가야기

독병원, 호남병원 , 제천서울병원, 전주병원 , 동마산병원, 김해중앙병원

200 이하 2 6.7 제주의료원 , 동해영동병원

계 30 100

2) 개방 병 원 의 운영 실 태

시범병원의 선정 이전에도 몇몇 병원들은 개별적으로 임상병리검사나 방사

선 검사 등을 개원의들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2001년

4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30개 종합병원을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하

여 개방병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실시 이후 5월과 6월의 개방병원제도 운영실적

을 계약개원의수, 진료수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2001. 9.).

가. 계약개원의 수

30개 병원중 18개 종합병원에서 총 423명의 개원의가 개방병원에 참여하

였는데 의료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위생병원 122명, 목포가톨릭병원 77

명, 인천의료원 54명, 청주의료원 44명, 국립의료원 25명, 제주의료원 23명 등

의 순서였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3명, 정형외과 49명, 일반외과 40명, 산부

인과 32명, 소아과 28명 , 이비인후과22명, 신경외과 15명, 성형외과 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민간병원 267명, 국공립병원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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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으나 개방병원으로 지정된 6개 대학병원은 개원의와 계약건수가 한 건

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진료수입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30개 병원 중 개방병원으로 운영된 18개 병원 중에

서 13개 종합병원에서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액수는 총 3억 4,273만원

이었으며 그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의료원이 1억 3,79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주의료원 6,038만원, 목포가톨릭병원 3,529만원, 동해영동병원 2,771

만원, 제천서울병원 2,651만원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신경외과

6,452만원, 정신과 5,877만원, 소아과 5,522만원, 정형외과 5,432만원, 이비인후과

2,498만원, 산부인과 2,448만원, 일반외과 2,120만원, 내과 1,328만원의 순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국공립병원 2억 1,160만원, 민간병원 1억 3,113만원

이었다.

다. 효과

보건복지부는 9월 보고서를 통해 개방병원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

계가 수립되는 등 긍적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환자는 진료시간 단

축, 진료비 부담 경감, 퇴원 후 동네 의사의 지속적 진료 등을 통해 진료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고 개원의는 시설 장비 투자비의

절감, 고난이도의 수술 행위 지속 등 전문능력의 지속화와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시범병원은 유휴 장비의 활용, 진료 범위의 확대, 진료수입의 증

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1).

반면에 개방병원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으로는 첫째 대학병원의 병상가동률이 포화인 관계로 개원의들에게 수술실과

입원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둘째 개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

하여 관망상태로 있어 계약개원의 참여가 저조하고, 셋째 일부 시범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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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시행준비상태에 있으며, 넷째 개방병원관련 수가체계와 진료비지불체

계의 미흡,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미비(신현호, 2001 ; 이병화, 2001) 등 개방

병원을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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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병원 시범병원인 종합

병원의 봉직전문의 128명과 개방병원 시범병원 계약개원의 164명과 개방병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종합병원 봉직전문의 110명과 일반 개원전문의

277명 등 총 679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과 우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개방병원 봉직전문의는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중 2001년 5-6월 현재 이

용 실적이 보고된 18개 병원 중 대도시인 서울과 인천, 중소도시인 목포, 제주,

제천, 청주의 각각 1개씩의 2차 병원의 봉직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방

병원 계약전문의는 위 지역의 개방병원제도 시범병원의 계약 전문의로 한정하

여 전수조사하였다.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봉직전문의와 일반

개원전문의는 광명의 1개 병원, 청주의 1개 병원, 인천의 2개 병원의 2차 병원

봉직전문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지역의 일반 개원전문의를 전수조사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계약개원의 82명, 개방병원봉직의 72명, 일반 개원전문의

70명, 일반 병원봉직의 50명으로 총 274명이 응답하여 총 응답율은 40.35%였

으며 이중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에 미응답한 설문 9부를 제외한

265부를 분석하였다(유효 응답율 39.02%).

2. 조사내용 및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98년 대한의사협회의 개방형 병원제도 인식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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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조하여 개방병원 시범제도의 이용현황과 개방병

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개방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

다.

설문지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9문항, 병의원

간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2문항,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11

문항, 현재의 개방병원제도 이용현황에 대한 5문항, 앞으로의 개방병원 이용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독립변수 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과 그룹분류 로 구성하였는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에는 성, 연령, 전문과목, 병의원의 소재지, 보유병상수,

병원의 전문의 확보율, 병의원 운영상 어려움의 정도와 종류로 구성되었고 그

룹분류 로서는 응답자의 개방병원제도 참여여부와 직업형태에 따라 개방병원

제도 참여자로는 개방병원 계약개원의, 개방병원 봉직전문의, 개방병원제도 미

참여자로는 일반 개원의, 일반 봉직의의 분류와 개방병원제도 참여자 중 개방

병원제도 제도 이용경험여부에 따라 제도이용 경험자와 제도이용 미경험자로

분류하였다.

둘째, 종속변수 로 병의원간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에 대해 협

조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여부, 과거 협진체계 이용경험을 조사하였다. 개

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에 대해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여부, 개방병원에서의

의사의 진료영역, 수입배분방법, 의료사고해결방법, 수술적 치료방법, 내과적

치료방법, 환자들의 개방병원제도 만족 여부와 불만족 이유, 개방병원제도의

문제점 여부,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사의 인식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개방병

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를 알기위해 11문항을 구성하였는데 그 문항들

은 다음과 같다.

① 병원의 인력,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의료의 과잉투자를 줄일 수 있다.

② 개원의들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병의원간의 환자 의뢰/ 회송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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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의원간의 기능통합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⑤ 병의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⑥ 병원의 부족한 전문의 확보가 가능해져 환자유치에 유리해질 것이다.

⑦ 현재의 수가체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을 것이다.

⑧ 현재 병의원 운영상 문제가 없어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할 필요를 못 느낀다.

⑨ 계약개원의와 개방병원사이에 제도 운영시 문제가 있을 것이다.

⑩ 의료분쟁시 계약개원의와 개방병원 사이의 책임소재 여부가 모호하다.

⑪ 개원의의 환자들이 계약된 개방병원으로의 이송을 원치 않을 것이다.

위의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사의 인식도에 대한 11문항은 매우 부정에서

매우 긍정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부정적인 설문은 역

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개개 응답자에서 이 점수들을 합하여 평균을 구한

것을 개개답자의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로 하였다.

개방병원제도 이용현황 에 대해서는 현재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개방봉직의와 계약개원의를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의 이용시기, 개방병원 선

택기준, 개방병원제도 시행후 제도 이용환자수, 수술수행여부에 대해 조사하였

다. 향후의 개방병원 이용 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개방병원제도 참여여부, 향

후 개방병원 선택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은 한가지 항목만 고

르도록 하였으나 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한 문항은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Statistical Pack age for Social Scien ce)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인의 직무특성과 각 그룹과의 관계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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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대상자의 성, 연령, 전문과목, 현근무지 봉직기간, 의료기관 소재지, 의

료기관 병상수, 전문의 확보율, 운영상 어려움 종류, 운영상 어려움 정도는 x2 -

검정을 이용하여 각 그룹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2) 협조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방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도, 개방병원

제도 이용경험 현황, 향후 개방병원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도의 결과를 빈도분

석하였다.

3)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11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여 개인

별로 11문항의 평균을 구하고 그 인식도점수와 성, 연령, 그룹, 전문과목, 봉직

기간, 의료기관 소재지, 병상수, 과거 협진체계 경험여부, 협조체계 필요성 인

식정도, 병원 운영 어려움 여부, 제도 문제점 여부,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환자

의 만족도와의 비교는 t-test 및 분산분석(AN OVA)으로 분석하였다.

4)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이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종속변수는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여부로 두고 독

립변수는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일반적 특성인 성 연령과 의사들의 직무

특성인 전문과목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 의료기관 소재지 병상수와 병의원 운

영의 어려움 유무, 과거 협진체계 경험여부,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

도, 개방병원제도 문제점 여부,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로 두고 이

런 변수들과 개방병원제도 이용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연령,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 의료기관 소재지, 병상수, 과거 협

진체계 경험여부, 협조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변수들은 가변수

처리하였다.

5)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

변수는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로 두고 독립변수는 계약개원의와 개방봉

직의의 일반적 특성인 성 연령과 의사들의 직무특성인 전문과목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 의료기관 소재지 병상수와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 유무, 과거 협진체

계 경험여부, 협조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제도 문제점 여부, 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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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로 두고 다중회귀분석(m u ltip le regression an alysis)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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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 구 결 과

1.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 그룹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은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데 계약개원의 그룹과 일반개원의 그룹은 45세 이상이

42.0%, 42.6%로 개방봉직의 그룹과 일반봉직의 그룹보다 많았고 개방봉직의

그룹과 일반봉직의 그룹은 39세 이하가 44.3 %, 67.4 %로 계약개원의 그룹과 일

반개원의 그룹보다 많았다.

전문과목은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데 계약개원의 그룹은 외과계가 64.2%로

많았고 다른 그룹은 내과계가 많았다.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은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데 계약개원의 그룹은 5-9년

이 다른 세 그룹에 비해 적었으며(18.5 %), 개방봉직의 그룹은 5-9년이 많았고

(37.1%), 일반개원의 그룹은 10년 이상이 많았고(50.0%), 일반봉직의 그룹은

0-4년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많았다(56.5 %). 의료기관 소재지는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계약개원의 그룹은 일반개원의 그룹보다 대도시가 많았고

(44.4 %), 개방봉직의는 중소도시가 많았으며(87.1%), 일반개원의는 중소도시가

많았고(63.2%) 일반봉직의는 개방봉직의 그룹보다 대도시가 많았다(28.3 %).

병상수는 그룹간 차이를 보이는데 계약개원의 그룹은 일반개원의 그룹보다

1-99병상인 경우가 많았으며(55.0%), 개방봉직의 그룹도 일반봉직의 그룹보다

100-399병상인 경우가 38.6%로 많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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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계약개원의 개방봉직의 일반개원의 일반봉직의 계 x2 값

성 남 74(91.4) 56(80) 62(91.2) 37(80.4) 229(86.4) 6.854

여 7(8.6) 14(20) 6(8.8) 9(19.6) 36(13.6)

연령 39세 이하 27(33.3) 31(44.3) 16(23.5) 31(67.4) 105(39.6) 29.692***

40-44세 20(24.7) 24(34.3) 23(33.8) 7(15.2) 74(27.9)

45세 이상 34(42.0) 15(21.4) 29(42.6) 8(17.4) 86(32.5)

전문과목 내과계 29(35.8) 42(60.0) 38(55.9) 24(52.2) 133(50.2) 10.355*

외과계 52(64.2) 28(40.0) 30(44.1) 22(47.8) 132(49.8)

봉직기간 0-4년 32(39.5) 20(28.6) 21(30.9) 26(56.5) 99(37.4) 20.644**

5-9년 15(18.5) 26(37.1) 13(19.1) 11(23.9) 65(24 .5)

10년 이상 34(42.0) 24(34.3) 34(50.0) 9(19.6) 101(38.1)

소재지 대도시 36(44.4) 9(12.9) 23(33.8) 13(28.3) 67(25.3) 32.661***

중소도시 38(46.9) 61(87.1) 43(63.2) 33(71.7) 175(66.0)

농어촌 7(8.6) 0 2(2.9) 0 9(3.4)

병상수 병상없음 36(45.0) 0 49(72.1) 0 85(32.2) 285.159***

1-99병상 44(55.0) 5(7.1) 19(27.9) 0 68(25.8)

100-399병상 0 27(38.6) 0 7(15.2) 34(12.9)

400병상 이상 0 38(54.3) 0 39(84.8) 77(29.2)

계 81(30.6) 70(26.4) 68(25.7) 46(17.4) 265(100.0)

*p <.05, **p <.01, ***p <0.001

#무응답이 있으므로 변수에 따라 계가 다를 수 있음.

전문의 확보율은 개방봉직의와 일반봉직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운영상 어려움 여부는 그룹간 차이를 보이는데(x2 =20.649, p =0.000) 계약개원의

그룹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74.1%로 일반개원의 그룹(59.7%)보다 높았으며, 개방봉직

의 그룹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92.9%로 일반봉직의 그룹(70.7%)보다 높았다. 병원운

영상 어려움의 종류도 그룹간 차이를 보이는데(x2 =112.118, p =0.000) 계약개원의 그룹은

수술실 운영의 문제가 16.4 %로 일반개원의 그룹보다 높았으며, 개방봉직의 그룹은 의사

인력 수급의 문제가 높았고(66.7%), 일반개원의 그룹은 보조인력수급의 문제가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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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일반봉직의는 재정적인 문제가 34.4 %로 다른 그룹보다 높았다.

2)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현황

제도참여시기는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 그룹간에 시범병원제도 시행이전

부터의 참여나 시범병원제도 시행이후의 참여나 차이가 없었다. 시범제도 시행

이후 개방병원제도 이용환자수는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

다. 수술유무는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개방봉직의 그룹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

았고(75.7%), 계약개원의 그룹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71.8%).

계약개원의의 개방병원 선택기준 중 제일 많은 것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58.0%였으며

그 다음은 동문이나 친분이 있는 병원으로 22.2 %였고 다음은 좋은 시설과 높은 지명도

가 6.2%였고 선택 기준 전부가 4.9%이고 환자의 선호가 2.5% 순이었다.

2. 개방병원제도 인식도

1)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분포

병의원간 협조체계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문은 시급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57명

(22.5%), 필요하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96명(77.5 %)였다. 과거 협진체계 이용경

험에 대한 설문은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2명(42.3 %),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

답이 153명(57.7%)였다. 설문 이전의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설문은 기본개

념만 안다는 응답이 185명(69.8 %), 상세히 안다는 응답이 66명(24.9%)이었다.

의사의 진료영역 중 입원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53명(96.6%), 외래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0명(26.7%),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4명

(5.3%), 응급실 당직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3명(5.0%)로 나타났다. 수입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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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새로운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1명(31.2%), 계약개원의와 개방병원간의

개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응답이 78명(30.0%), 기존의 수가체계에서 병원이 청구하

여 계약의에게 일정 계약분을 분배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이 67명(25.8%), 기존의 수가

체계에서 계약개원의가 청구하여 개방병원에 일정 계약분을 분배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

답이 34명(13.1%)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해결방법은 사안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려서 책

임져야한다는 응답이 86명(33.2%), 사안에 상관없이 미리 약정된 비율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80명(30.9%),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51명(19.7%),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야한다는 응답이 42명(16.2%)이었다.

개방병원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219명(85.5%),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7명(14.5%)였다. 개방병원제도 시행시의

예상되는 문제점의 종류는 개원의와 봉직의 간의 진료상의 갈등이 116명(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개원의와 개방병원간의 수익배분상의 갈등이 22명(10.2%), 개원의와 환

자사이의 갈등이 20명(9.3 %), 그밖에 개원의와 병원행정직과의 갈등이 14명(6.5 %), 개원

의와 간호인력과의 갈등이 10명(4.7%), 개원의와 봉직의의 수익상의 갈등이 12명(5.6%)

의 순이었다.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만족이 112명(44.3%), 보통이

101명(39.9%), 불만족이 40명(15.8%)로 나타났다.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

족의 이유는 주치의인 개원의의 병원 상주안함에 따른 불안이 58명(43.9%)로 가장 많았

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7명(35.6%), 환자가 선택한 병원이 아니라는 응답이 16

명(12.1%)였으며 그외 시설낙후나 병원직원의 불친절 순이었다.

수술적 치료방법은 추적진찰만 개인의원에서 한다는 응답이 113명(51.4 %), 수술후 안

정시 개인의원에서 치료한다는 응답이 66명(30.0%), 수술부터 추적진찰까지 개방병원에

서 한다는 응답이 26명(11.8 %),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응답이 13명(5.9%)의 순이었

다. 내과적 치료방법은 개방병원의 해당과로 전원한다는 응답이 119명(55.3%)로 가장 많

았고 급성기 입원진료만 개방병원에서 한후 개인의원으로 옮겨서 치료한다는 응답이 51

명(23.7%), 전체 입원치료를 개방병원에서 한다는 응답이 29명(13.5%)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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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분포

구분 명수 백분율

협조체계 필요성 시급히 필요 57 22.5

필요하나 준비 필요 196 77.5

과거협진체계 이용경험 이용경험 있음 112 42.3

이용경험 없음 153 57.7

개방병원제도 인식여부 상세히 안다 66 24 .9

기본개념만 안다 185 69.8

이름만 안다 11 4.2

전혀 모른다 3 1.1

의사진료영역 -입원 예 253 96.6

외래 예 70 26.7

응급 예 14 5.3

당직 예 13 5.0

수입배분방법 개별적협의 78 30.0

기존수가-개원의 청구 34 13.1

기존수가-병원 청구 67 25.8

새로운 수가체계 81 31.2
의료사고 해결방법 사안에 상관없이 약정책임비율에 따라서 80 30.9

사안별 책임소재에 따라서 86 33.2)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에 따라서 51 19.7

별도로 기금 조성하여 42 16.2)

문제점 유무 있다 219 85.5

없다 37 14 .5
문제점 종류 개원의 -봉직의 진료갈등 116 54 .0

개원의 -행정직 갈등 14 6.5

개원의 -간호인력갈등 10 4.7

개원의 -봉직의 수익차 갈등 12 5.6

개원의 -병원간 수익배분 갈등 22 10.2

개원의 -환자갈등 20 9.3

전부 21 9.8

제도 만족도 만족 112 44 .3

보통 101 39.9
불만족 40 15.8

제도 불만 이유 절차복잡 47 35.6

주치의 상주 안함 58 43.9

시설낙후 5 3.8

불친절 3 2.3

환자선택 병원아님 16 12.1

수술적 치료방법 수술부터 퇴원후 추적진찰까지 개방병원에서 26 11.8

수술후 치료는 병원에서, 추적진찰만 개인의원에서 113 51.4

수술후 안정되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66 30.0

수술만 개방병원에서 한 후 수술후 치료는 개인의원에서 2 0.9

환자가 원하는대로 13 5.9

내과적 치료방법 개방병원 해당과로 전원 119 55.3

개원의가 전체 입원진료를 개방병원에서 29 13.5

개원의가 급성기 입원치료를 개방병원에서 한후 옮겨서 치료 51 23.7

검사만 개방병원에서 9 4.2

계 2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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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개방병원제도에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5점 척도의 11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의료의 과잉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4.26

±0.77로 가장 높았고, 개원의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항

도 4.09±0.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병의원간 의뢰/ 회송률이 증가될 것이라는 문항도

3.81±0.85로 역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행할 수 있다는

문항도 3.81±0.79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문의 확보로 환자유치가 유리해질 것이라는 문항은 3.29±0.90으로 낮아 전문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

라는 문항은 2.94±0.88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수익이 낮을 것이라는 문항(R)도 2.28

±0.93으로 개방병원제도에 의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병의원 운영상 문제가 없어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문항(R)은 3.16±0.86

으로 전반적으로 병의원 운영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시 계

약개원의와 개방병원 사이의 책임여부가 모호하다는 문항(R)에 대해서는 2.62±0.91로

의료분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개방병원에서의 치

료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문항은 2.93±0.89으로 환자들의 거부감이 문제라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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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명(%)

구분 매우긍정(5) 긍정(4) 보통(3) 부정(2) 매우부정(1) 인식도*

①과잉투자의 감소 112(42.4) 120(45.5) 24(9.1) 7(2.7) 1(0.4) 4.26±0.77

②전문의료행위지속가능 79(29.9) 140(53.0) 35(13.3) 10(3.8) 0 4.09±0.76

③의뢰/ 회송률증가 54(20.5) 126(47.9) 63(24.0) 20(7.6) 0 3.81±0 .85

④양질의 진료 가능 50(18.9) 128(48.5) 73(27.7) 13(4.9) 0 3.81±0 .79

⑤병의원 수익증대 9(3.4) 57(21.6) 119(45.1) 68(25.8) 11(4.2) 2.94±0 .88

⑥전문의 확보증가로 환자유치증가 22(8.4) 86(32.7) 107(40.7) 43(16.3) 5(1.9) 3.29±0 .90

⑦제도 참여필요 못느낌 (R) 9(3.4) 40(15.3) 124(47.5) 77(29.5) 11(4.2) 3.16±0 .86

⑧낮은 수익 (R) 58 (22.1) 97(37.0) 86(32.8) 17(6.5) 4 (1.5) 2.28±0 .93

⑨개원의와 병원사이의 갈등존재 (R) 24 (9.2) 100(38.3) 93(35.6) 40(15.3) 4(1.5) 2.62±0 .91

⑩분쟁시 책임여부 모호 (R) 83(31.7) 112(42.7) 45(17.2) 19(7.3) 3(1.1) 2.03±0.94

⑪환자의 개방병원 치료거부 (R) 14 (5.4) 62(23.8) 119(45.6) 59(22.6) 7(2.7) 2.93±0.89

3.20±0.44

*5점 척도

R : 점수를 매우긍정에서 매우부정으로 갈수록 1점에서 5점으로 반대로 계산함

의사들의 특성에 따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성과 연령, 전문과목, 봉직

기간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룹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계약

개원의 그룹과 개방봉직의 그룹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값=3.298, p값=0.021),

의료기간 소재지에 따라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에 비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F값=4.606, p값=0.011), 병상수를 보면 1-99병상을 가진 경우 병상이 없거나 100-399병

상, 400병상 이상인 경우보다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값=5.032, p값=0.002),

과거 협진체계 경험이 있는 경우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고(t값=0.111, p값=0.003), 협조

체계 필요성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값

=1.406, p값=0.000), 환자의 개방병원제도 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불만족에 비해서, 보통

인 경우는 불만족에 비해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t값=25.694, p값=0.000)(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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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사들의 특성에 따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명(%)

구분 인식도 t - or F 값 p값

성 남 3.20±0.43 0.015 0.504

여 3.16±0.46

연령 39세 이하 3.18±0.40 0.344 0.709

40-44세 3.23±0.48

45세 이상 3.30±0.50

그룹 계약개원의 3.33±0.42# 3.298 0.021

개방봉직의 3.12±0.51#

일반개원의 3.16±0.41

일반봉직의 3.16±0.38

전문과목 내과계 3.16±0.47 2.385 0.084

외과계 3.25±0.41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 0-4 3.24±0.42 0.865 0.422

5-9년 3.19±0.48

10년 이상 3.17±0.44

의료기관 소재지 대도시 3.27±0.43 4.606 0.011

중소도시 3.16±0.43#

농어촌 3.55±0.51#

병상수 병상없음 3.16±0.40# 5.032 0.002

1-99병상 3.38±0.40#

100-399병상 3.10±0.48#

400병상 이상 3.14±0.46#

전문의확보율 76 % 이상 3.13±0.46 0.715 0.4 79

75 % 이하 3.24±0.44

과거 협진체계 경험여부 있다 3.30±0.46# 0.111 0.003

없다 3.13±0.42#

협조체계 필요성 인식정도 시급히 필요 3.42±0.43# 1.406 0.000

준비가 필요 3.17±0.42#

병원 운영 어려움 여부 어려움 있다 3.24±0.45# 0.373 0.028

어려움 없다 3.10±0.40#

제도의 문제점 유무 인식 문제가 있다 3.19±0.44 0.000 0.090

문제가 없다 3.32±0.47

환자의 제도 만족도 만족 3.40±0.41# 25.694 0.000

보통 3.10±0.39#

불만족 2.91±0.44#

#통계상 유의란 차이를 보이는 것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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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개방병원제도 이용태도

향후 개방병원제도 선택기준은 지리적 근접성이 71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지명도의 병원이 60명(24.4 %),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이 56명(23.0%), 환자가 선호하

는 병원이 28명(11.5%), 유리한 진료수입배분기준을 제시하는 병원이 16명(6.5%), 동

문이나 친분이 있는 병원이 13명(5.3 %)의 순이였다. 적정한 일일 환자진료명수는 1-3

명이 122명(47.2%), 3-9명이 99명(38.2%), 10명 이상이 38명(14.7%)의 순이였다.

개방병원제도에의 앞으로의 참여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201명

(76.1%),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3명(23.9%)였다(표 7).

표 7. 향후 개방병원제도 이용태도

구 분 명수 백분율

향후 개방병원 선택기준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 56 23.0

환자가 선호하는 병원 28 11.5

지리적으로 근접한 병원 71 28.9

동문 , 친분이 있는 병원 13 5.3

높은 지명도를 가진 병원 60 24 .4

유리한 진료수입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병원 16 6.5

일일 적정 환자 진료명수 1-3명 122 47.2

3-9명 99 38.2

10명 이상 38 14 .7

향후 개방병원제도 참여의지 참여하겠다 201 76.1

참여 안하겠다 63 23.9

계 265 100.0

* 무응답이 있으므로 계가 다를 수 있음

3. 개방병원제도 이용경험 및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개방병원제도 이용경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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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특성을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시행한 결과를 보면 40-44세의 연령과 과거 협진체계 이용 경험여부가 개방병

원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39세 미만인 경우보다

40-44세인 경우 이용여부에 미친 영향이 9.95배였다. 또한 과거 협진체계 이용경험 여

부가 개방병원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의 경험이 없었

던 경우보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61.01배 높게 나타났다(표 8).

표 8. 개방병원제도 이용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o d ds rat io 95 % C .I.

절편 -9.1586 23.3959

성 남(=0) 0

여 -0.34 70 0.9395 0.7068 0.1121 - 4.4570

연령 39세 이하(=0) 0

40-44세 2.2978* 1.0565 9.9524 1.2551 - 78.9206

45세 이상 -0.0354 1.0900 0.9653 0.1140 - 8.1740

전문과목 내과계(=0) 0

외과계 -0.2486 0.6947 0.7799 0.1999 - 3.0436

현 의료기관 0-4년(=0) 0

봉직기간 5-9년 -0.2510 0.9119 0.7781 0.1303 - 4.6477

10년 이상 -0.6354 1.0125 0.5297 0.0728 - 3.8539

의료기관 대도시(=0) 0

소재지 중소도시 -1.6548 0.8538 0.1911 0.0359 - 1.0188

농어촌 4 .9083 23.1257 135.4052 0.0000 - 6.550E+21

보유 병상수 없음(=0) 0

1-99병상 -0.8461 1.0230 0.4291 0.0578 - 3.1865

100-399병상 1.6065 1.1419 4 .9852 0.5317 - 46.7391

400병상 이상 -1.0774 0.9082 0.3405 0.0574 - 2.0191

병원운영 어려움 없다(=0) 0

있다 -1.2466 0.7644 0.2875 0.0643 - 1.2861

협조체계 필요없음(=0) 0

필요성 인식 서서히 준비 필요 1.3924 1.7837 4.0284 0.1221 - 132.8780

매우 시급히 필요 0.0410 1.6948 1.0419 0.0376 - 28.8718

과거 협진체계 없음(=0) 0

경험여부 있음 3.9324*** 0.7407 61.0062 10.3298 - 360.2920

개방병원제도 없음(=0)

문제점 여부 있음 -1.0702 0.8695 0.3429 0.0624 - 1.8851

개방병원제도 불만족(=0)

환자만족도 보통 0.4865 1.0119 1.6266 0.2238 - 11.8199

만족 0.7424 1.1166 2.1009 0.2355 - 18.7441

-2 LO G L 163.5834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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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병원제도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재지가 중소도

시일 경우, 보유병상수가 1-99병상일 경우, 협조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였다. 중소도

시일 경우는 (-)값으로 대도시일 경우보다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유병상이

1-99병상인 경우 병상수가 없는 경우보다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병의원간 협조체

계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필요없다는 경우보다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고, 개방병원제도의 환자만

족도가 만족인 경우 불만족인 경우보다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추정된 회귀방정

식의 전체 설명력은 30.3 %로 이는 일반적인 보건학 연구에서는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6개의 변

수 중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개방병원제

도에 대한 환자의 만족정도이며 그 다음은 병상수가 1-99병상, 협조체계의 필

요성을 인식하는 경우, 병원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이 중

소도시에 소재하는 경우의 순이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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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방병원제도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성 (기준=남)

여 - 0 .017 0 .228 - 0 .297

연령 (기준=39세 이하)

40-44세 0.065 0 .072 1.146

45세 이상 - 0 .015 0 .101 - 0 .258

그룹 (기준=계약개원의)

개방봉직의 - 0 .020 0 .191 - 0 .331

일반개원의 - 0 .052 0 .073 - 0 .903

일반봉직의 - 0 .094 0 .063 - 1.602

전문과목 (기준=내과계)

외과계 0.026 0 .058 0.425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 (기준=0-4년)

5-9년 - 0 .002 0 .074 - 0 .026

10년 이상 - 0 .016 0 .093 - 0 .291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 0 .132 0 .055 - 2 .215*

농어촌 0.077 0 .148 1.330

병상수 (기준=없음)

1-99병상 0.181 0 .060 3.038 ***

100-399병상 - 0 .062 0 .206 - 1.064

400병상 이상 - 0 .035 0 .205 - 0 .570

과거 협진체계 경험여부 (기준=없음)

있음 0.073 0 .042 1.261

협조체계 필요성 인식정도(기준=필요없음)

필요함 0.162 0 .191 2 .868**

병원 운영 어려움 여부 (기준=없음)

있음 0.139 0 .058 2 .454 *

개방병원제도의 문제점 유무 (기준=없음)

있음 - 0 .008 0 .080 - 0 .135

제도의 환자 만족도 (기준=불만족)

보통 0.237 0 .074 2.885**

만족 0.568 0 .073 6.981***
R 제곱 0.303

F 값 16.212***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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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고 찰

1.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집단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 그룹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교차분

석 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계약개원의 그룹과 일반개원의

그룹이 45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직기간의 증가와 함께 의료기관 시

설의 낙후, 재정적인 문제 등이 개원의의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방봉직의나 일반봉직의의 연령층이 39세 이하가 많은 것은

의사의 연간 배출이 많아 2000년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에서 40세 미만의 의사가 전

체 의사의 54.6%로 보고된 것처럼(대한의사협회, 2000) 젊은 의사층이 많은 것도 요인

이겠으나 전문의 자격 획득후 많은 의사들이 봉직의로 일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보고된 39세까지의 의사 28,510명 중 전공의와 군진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개원의가 6,083명, 의료기관 취업이 10,175명으로 봉직의가 1.67배 많이 보고된 것

과 같은 결과라고 하겠다(대한의사협회, 2000).

전문과목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계약개원의 그룹에서 외과계가 64.2 %로

다른 그룹에 비해 많은 것은 외과계가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석범 등의 연구에서

외과계의 개방병원제도 참여의지가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된다(김석범 등,

1996). 이는 외과계 의사들이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이유가 개방병원의 수술실과

마취의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또한 내과계의 경우 개방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진료의 특성

상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외과계의 경우 수술 후 일정시간

이 지나면 치료가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도

외과계의 계약개원의 활동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는 외과계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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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업하여 수술실 운영이나 마취 등의 문제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리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몇몇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이나 심장수술

전문 병원 같이 종합병원이 아닌 특성화된 개인병원들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외과계

의사들을 계약개원의로 초빙하여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의사들의 전문성을 살린다

는 측면이나 의료장비의 공유를 통한 의료비용 감소 등의 개방병원제도의 목적을 살

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의료기관 소재지도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응답자 중 계약개원의 그룹이

일반개원의 그룹보다 대도시에 더 많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 그룹중 인천광역시의

잘 운영되고 있는 일개 개방병원의 계약개원의의 설문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선택편견

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며, 개방봉직의가 중소도시에서 많이 나타난 것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이 대도시지역보다 개방병원제도에 높은 참여의지를 보인

다는 김초강 등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였다(김초강 등, 1998).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

역인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2차병원들은 전문의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그에 따라 개방병원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의료

기관이 개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세제혜택이나 개원의의 의사행위료를 병원수가로

산정하는 방안등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병상수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계약개원의 그룹이 일반개원의 그룹보다

병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계약개원의 그룹에 외과계가

많고 외과계의 경우 대부분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경우 간단한

수술 등의 처치는 시행하던 경우가 많아 이것이 개방병원제도를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일수록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개방병원제도에 참여율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초강 등, 1998).

개방봉직의 그룹이 일반봉직의 그룹보다 100-399병상인 경우가 많은 것은 실제 개방

병원 시범제도를 실시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병원이 4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보다 병

원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100-399병상의 중소병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

제로 현재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중 3차의료기관과 대학병원들은 병실부족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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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제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개원의가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일정수의 병상을 비워두거나, 개방병동을 따로

마련해 두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대형병원들의 개방병원제도 운영은 요원할

것이며 계약개원의들의 참여의지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병원운영상의 어려움 여부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계약개원의에서 병

원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의 종류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계약개원의 그룹에서 수술실 운영의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 그룹에

외과계가 많은 것이 원인일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 요인이 개방병원제도 참여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술실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개방병원제도에

참여비율이 높다는 김초강 등의 조사와 일치하고 있다(김초강 등, 1998).

2)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현황

제도이용시기나 개방병원 이용환자수는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술유무

를 보면 그룹간 차이를 보이는데 개방봉직의 그룹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계

약개원의 그룹은 적었는데 이는 계약개원의가 외과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

로는 수술을 위해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병원제도의

확대를 위해 개방병원에서 계약개원의의 수술 기회를 늘려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방법으로는 개방병원 자체적으로 수술은 주간에 해야한다는 인식의 한계를 버리고, 계

약개원의의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이나 아침의 수술을 기피하지 말고 간호사,

마취의의 적정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약개원의의 개방병원 선택기준은 제일 많은 것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이는 입원환

자진료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다음으로 동문, 친분이 있는 병원이 많았는데 이는

현재 개방병원제도가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시행됨에 있어 이들 병원에서 계

약개원의를 확보하기 위해 동문이나 과거 협진체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친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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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원의를 섭외했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2. 개방병원제도 인식도

1)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분포

계약개원의나 개방봉직의 그룹에서 과거 협진체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

데 이는 현재 개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라도 개원의들이 쉽게 임상병리검사

나 방사선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감으로써 병원의 공동사용시의 문제점

들을 밝혀내어 앞으로 개방병원제도가 확대되었을 때 쉽게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개방봉직의 중에서 개방병원제도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름만 아는

경우가 10.0%로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개방병원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개방병원제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병원제도의 정착과 확대시 병의

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 제도에 대해 개원의 뿐만 아니라 병원봉직

의들에게도 자세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진료영역 중 외래진료의 필요성을 개방봉직의와 일반봉직의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병원의 전문인력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

로 중소병원의 경우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동이 빈번하여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부실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1995년 병원협회의 조사(대

한병원협회, 1997)와 유사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현재 계약개원의 중 소수가 자신이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의 외래진료까지 담당하는 형태로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

는데 이처럼 외국의 atten ding p hysician "이 병원의 외래까지 담당하는 형태의 제도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2개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

의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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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도 그룹간 차이를 보이는데 계

약개원의나 개방봉직의 그룹보다 일반개원의나 일반봉직의 그룹이 더 문제가 있을 것

이라고 응답한 것은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인식도가 낮은 것과 상관되어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이 역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

각된다.

계약개원의가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은 개원의와 간호인력간

의 갈등이나 개원의와 환자 사이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를 시행하

는 병원에서는 개방병원제도 환자들을 위한 병동을 따로 마련하고, 계약개원의가 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의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개원의가 예상하는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 사이의 진

료상의 갈등은 실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개방봉직의가 거의 진료에 개

입하지 않고 있어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제도가 확대

되어 수련의가 "hou se staff"으로써 기능하여 개방병원제도 내의 환자를 돌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전공의의 수련에 계약개원의가 참여할 것인지, 참여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박윤형,

2001 ; 김석범 등, 1996). 또한 이러한 계약개원의들의 개방병원에서의 전공의 수련,

학술집담회 등의 참여는 본인들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효과가 있고 이는 결국 의료

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므로 개방병원 운영에 있어 계약개원의의

진료이외의 학술 및 전공의수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수련전문의 제도

를 계약전문의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수술적 치료방법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계약개원의의 경우 전체입원진료를 개방병

원에서 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수술후 안정되면 개인의원으로 옮겨 치료해

야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제도정착시 병의원간의 의뢰/ 회송

률의 증가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성립과 재정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송

건용, 2001). 반면 개방봉직의의 경우 전체입원치료만 개방병원에서 해야한다는 응답

이 가장 낮았지만 추적진찰까지 개방병원에서 해야한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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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계약개원의가 입원진료뿐 아니라 일부 외래진료의 부분도

담당하는 것이어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대한병원협회, 1997).

2)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중 의료의 과잉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문항점수가 4.26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개방병원제도 시행의 목적인

의료과잉투자 감소라는 목적을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 외에도 개원의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항, 병의원

간 의뢰/ 회송률이 증가될 것이라는 문항,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행할 수 있다는 문

항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 개방병원 시행의 목적이 잘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

겠다.

그러나 부족한 전문의 확보로 병원의 환자유치가 유리해질 것이라는 문항점수는

3.29로 개방병원제도가 전문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개원의사를 참여시켜 외래진료를 전담시키고 병원은 입원진료만을 주로

담당하는 외국의 개방병원제도 방식이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맞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함과 마찬가지로 개원의가 개방병원의 외래촉탁의가 되어 외래진

료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는 법령의 개정이나 외래진료를 통해 적정 수익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의사행위료의 상승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병의원이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문항점수도 2.94로 낮고, 수익이 낮을 것이라는

문항점수(R)도 2.28로 개방병원제도에 의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병원제도를 통한 병의원의 수익증대는 현재의 수가체계 하에

서는 어렵다는 의사들의 인식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하고

자 하는 취지가 의료기관의 수익성 향상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가

체계 하에서는 진료수입 중 검사료와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의사의 기술료보다 비

중이 높기 때문에 진료비용을 개방형병원이 청구하여 개원의에게 일정 약정된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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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불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전체진료수입 중 15 % 내외를 계약개원

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는 계약개원의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오영호,

2000) 의사행위료와 병원비용이 구분되는 새로운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병의원 운영상 문제가 없어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문항점수(R)는 3.16으로

전반적으로 병의원 운영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어려운 병

원운영의 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개방병원제도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

다. 그러나 개방병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성의 인식 외에도 잘 짜여진 체계가

없이는 제도의정착과 확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잘 이해해야할 것이다.

의료분쟁시 계약개원의와 개방병원 사이의 책임여부가 모호하다는 문항점수(R)는

2.62로 현 개방병원제도에 있어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방병원제도의 형태상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병원과 계약개원의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혹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분쟁조정기구를 두어 그 기구의 조정에 따르거나 기금을 조성하거나 병원과 개원의가

약정된 비율을 정해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등의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들은 국가주

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이다.

환자가 개방병원에서의 치료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문항점수(R)는 2.93으로 개방병

원제도의 시행에 있어 환자들의 거부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

이다. 지금까지 대형병원을 선호해왔던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행태를 한번에 바꿀 수는

없으나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줄여주는 등의 조치를 통

해 경제적 이득을 주면 환자들의 의식의 개선도 함께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의사의 특성에 따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그룹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

는 계약개원의 그룹이 개방봉직의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의 개방병원제

도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할 개방봉직의의 인식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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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수

록, 병상수가 적을수록 인식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전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되는 소견이며(김초강 등, 1998)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껴 개방병원제도가 그 타결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을 예상케하는 부분이다.

과거 협진체계 경험이 있는 경우, 협조체계 필요성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

우, 환자가 개방병원제도에 만족하는 경우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이전의 연구결과

와 같은 소견으로 생각된다(김초강 등, 1998).

3) 향후 개방병원제도 이용태도

개원의가 향후 개방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제일 많은 기준은 지리적 근접성이며 그

다음이 높은 지명도의 병원,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 환자가 선호하는 병원, 유리한 진

료수입배분기준을 제시하는 병원, 동문이나 친분이 있는 병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와 같은 결과는 영남대학교 조사의 지역적으로 근접한 2차 병원을 선호한다는 결과(영

남대학교, 1997)와 다소 다르지만 개원의들이 개방병원을 선택할 때 지리적인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지명도의 병원,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을 선호하였는데 이것을 볼때 지역별로 지

명도가 있는 대형병원들의 개방병원제도 참여를 유도해야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개방병원을 지정하거나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3차병원에 개방병동을 담

당하기 위한 의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전공의 수를 늘려주거나, 당직의의 수당을 개방

병원제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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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병원제도 이용 및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개방병원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40-44세의 연령층이 39세 이하의 연령층보다 이용여부에 미친

영향이 9.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약개원의 그룹은 45세 이상이 많고 개

방봉직의는 39세 이하가 많은 것과는 상관없이 실제 개방병원제도를 이용하여 환자진

료를 하고 있는 주계층은 40-44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분포와 실제

이용률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의 협진체계 이용경험이 없었던 경우보다 있었던 경우 개방병원제도 이용여부

에 미치는 영향이 61.01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협진체계이용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개방병원제도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으로 보아진다. 이

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개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도 우선 검사를 중심으로 협진체

계를 이루어갈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2)개방병원제도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재지가 중소도시일 경우, 보유병상

수가 1-99병상일 경우, 협조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 병원운영의 어려움이 있

는 경우,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 등으로 중소도시일 경우는 회귀

계수가 (-)값으로 대도시일 경우보다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에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계약개원의 그룹이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

많이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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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로 의사들은 환자들의 만족도에 따라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인식태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시행중인 시범제도에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인 주치의 비상주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방

병동에 고정 전공의를 배치하거나 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기 위한 전산정보화 시스

템의 구축 등이 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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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결 론 및 제 언

이 연구는 의사들의 개방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의 정착

과 확데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병원 시범병원인 종합병원의 봉직전문의 128명과 개방병원 시범병원 계

약개원의 164명과 개방병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종합병원 봉직전문의 110명과

일반 개원전문의 277명 등 총 679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과 우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총 274부를 회수하여 그중 265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 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하였으며 응답자의 일

반적 특성, 개방병원제도 인식도에 대해 x2-검정, t-검정,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

며, 개방병원제도 이용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하였고 개방병원제도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전문과목, 현 의료기관 봉직기간, 의료기관 소

재지, 병상수, 병원운영 어려움 여부 등이 그룹간 차이를 보였다. 외과계의 계약개원의

가 많고 개방병원에서의 수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방병원에서 개원의의 수술이 가능

하도록 수술시간의 재조정, 충분한 간호인력과 마취의의 확보 등을 마련해야 하며, 종

합병원 외에도 척추전문병원, 항문외과, 심장수술전문병원 등의 특성화된 개인병원에

도 계약개원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소

도시나 농어촌의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은 크고 그에 따라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관심

이 많은데 이들 지역의 병의원이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제세감면조치나 계약

의의 가산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방병원 계약개원의의 가장 많은 개방병원 선택기준은 지리적 근접성이며 향

후 개방병원 선택기준은 지리적 근접성, 높은 지명도,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의 순이

였다. 개방병원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

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병원에 대해 제세감면조치, 장비구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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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대형 병원의 개방병원제도 참여

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방병동을 두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필요인력인 의사의 확보를 위해서 전공의수를 늘려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의사들은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의료의 과잉투자를 줄이고 개원의의 전문적 의

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으며 병의원간 의뢰/ 회송을 증가시키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

료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방병원제도의 목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

다.

넷째, 의사들은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개방병원의 부족한 전문의를 유치하거나 병의

원의 수익증대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의료수가체계하에서 적절

한 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의사행위료와 병원비용을 분리하여 받는 새로운 수가

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이익이 보장되도록 해야하며 개방형병원과 계약개원의의 개

방환자에 개한 진료의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의에 대한 행위별 가산율을 병원

의 가산율로 상향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환자들이 개방병원에

서의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개방병원

에의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경제적 이득을 주어 접근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는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농어촌인 경

우, 병상수가 적을수록, 과거 협진체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병의원간 협조체

계의 필요성을 시급히 인식하는 경우, 병의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방병원

제도에 대해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이며 다음은 1-99병상

을 가진 경우, 협조체계의 필요성 인식 유무,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의 소재지가 중소도시인 경우의 순이였는데 이중 중소도시에 위치한 경우 인식도

는 낮아지는 반면 다른 경우는 인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개방병원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제기된 주치의가 상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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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 전공의를 배치하거나 개방병동을 따로 두어 전문인

력이 환자를 돌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절차의 복잡성을 단순

화하기 위해 전산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계약개원의와 개방봉직의의 개방병원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 협진체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경험이 61.01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의 연령이 40-44세인 경우 39세 이하인 경우보다

이용경험이 9.9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협진체계 이용경험이 개

방병원제도 이용경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볼 때 현재 개방병원제도를 시행

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개원의들이 임상검사나 방사선검사 등을

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병원의 문을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개원의와 병원이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대상자가 서울, 인천, 청주, 목

포, 제주 등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후속연구에서 전체 계약개원의나 개방봉직의를 모집단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일반

화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낮은 응답율로 관심을 가진 응답자의 응답이

증가되는 선택편견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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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개방병원에 대한 의사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연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보

건정책전공에 재학중인 이주나입니다.

수년간 개별 병원들이 산발적으로 시행하여온 개방병원제도가 2001년 4월 전

국적으로 30개 시범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2001년 5-6월 그중 18개 병원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방병원이란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오래전부터 실시되어왔던 제도로서,

병원밖에서 독립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자신의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의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인력 등

을 이용하여 환자를 직접 입원, 진료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는 환자를 의뢰한 계약 개원의가 담당하며, 병원측에

서는 개원의의 처방수행, 간호 및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인력과 개원의가 병원

에 없는 동안 입원 환자에 대한 담당의의 역할을 하는 의료인력을 제공합니

다.

이 설문지는 개방병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개방병원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도를 알아보고 그 확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의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은 없으며 오직 답변주시는 선생님의 느낌이나

경험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에 의해 통

계 처리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대답을 하였는지 모르며, 일괄적으로 무기명

처리되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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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답해주신 결과는 소중하게 사용되어 좋은 연구결과가 이루어질 것으

로 믿습니다.

진료와 연구에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지에 응답하시어 동봉

한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답하시기가 애

매하시면 아래의 전화나 E-M ail을 주시면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사오며 E-Mail

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면 제게 E-M ail을 주십시오. 설문 내용을 메일로 다시 보

내드리겠습니다.

문항의 수가 많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선생님의 설문지 응답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01. 1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 구 자 이주나 올림

(전화 031-412-5360, Fax 031-412-5364, H .P . 016-725-5450)

E-M ail : yjn 33@h anm ail.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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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의 응 답 은 해 당 되 는 번 호 에 ○ ,∨ 등으 로 표 시하 시 거 나 옆 에 번 호를

써 주 시면 됩 니 다 .

I.개 방병 원 제 도 에 관 한 사 항

1. 병의원간에 장비의 공동사용, 의료 인력의 교류 등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시급히 필요하다 ②필요하나 서서히 준비가 필요하다

③필요없다 ④모르겠다

2. (봉직의만 답해주십시오) 현재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는 개설과목의 전문의

가 얼마나 있습니까?

①모두 있다 ②76-99% 있다 ③50-75 % 있다 ④50% 미만이다

3. 현재 봉직하시는 병원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4 .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①의사인력 수급의 문제 ②보조인력 수급의 문제

③재정적인 문제 ④시설 부족, 낙후의 문제

⑤수술실 운영의 문제

5.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①어려움이 크다 ②약간 어렵다

③별로 어렵지 않다 ④전혀 어렵지 않다

6. 선생님께서는 2001년 4월 개방병원 시범사업 전에 타병원에 검사의뢰를 받

으시거나 개원의가 의뢰한 환자를 입원시켜 협진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

까?

①있다 ②없다

7. 본 설문 이전에 개방병원 제도에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①상세히 알고 있었다 ②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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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름은 들어보았으나 거의 몰랐다 ④전혀 몰랐다

8. 선생님의 병원에서는 개방형 병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①2001년 4월 개방형 병원 시범병원 지정 이전

②2001년 4월 개방형 병원 시범병원 지정 이후

9. 선생님의 전문과목에서는 개방병원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하셨습니까?

①41명 이상 ②21-40명 ③16-20 ④11-15

⑤6-10명 ⑥1-5명 ⑦전혀 없었다

10. 개방병원제도 시행시 계약 개원의가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의뢰환자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수술 포함하여서)

①1-3명 ②4-6명 ③7-9명 ④10-12명 ⑤13명 이상

11. 현재 귀원에서 시행하는 개방병원 제도에는 어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

까?(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수술을 포함한 입원진료 (수술후 방사성, 약물 요법 포함)

②수술을 제외한 입원진료

③통원수술

④입원이 필요한 수술 (위궤양수술, 대장절제술, op en red u ction & in tern al

fixation, 신경외과수술 등)

⑤외래 진료

⑥응급실 응급의료

⑦임상병리검사

⑧방사선검사

⑨병리조직학적 검사

⑩특수검사 (내시경, 혈관조영술)

12. 앞으로 개방병원제도가 확대되려면 다음중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십시요)

①수술을 포함한 입원진료 (수술후 방사성, 약물 요법 포함)

②수술을 제외한 입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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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통원수술

④외래 진료

⑤임상병리검사

⑥응급실 응급의료

⑦임상병리검사

⑧방사선검사

⑨병리조직학적 검사

⑩특수검사 (내시경, 혈관조영술)

13. 선생님의 병원에서는 계약 개원의가 수술을 합니까?

①한다 ②안 한다

14.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계약 개원의의 환자가 개방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수술 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①퇴원후 모든 수술 후 퇴원 시까지의 처치, 퇴원후 추적진찰도 개방병원

에서 한다.

②개방병원에서 수술후 퇴원 시까지 처치한 후 추적진찰은 개인의원에서

한다.

③개방병원에서 수술후 1-2일간 경과관찰후 상태가 안정되면 개인의원의

입원실로 옮긴다.

④개방병원에서는 수술전 처치와 수술을 하고 입원은 개인의원의 입원실로

한다.

⑤환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

15. 개인의원이나 개방병원에서 정밀검사(CT, MRI, 혈관조영술 등)후 입원 치

료가 필요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①개방병원의 해당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전원시킨다.

②본인이 직접 전체 입원치료를 개방병원에서 한다.

③본인이 직접 개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한후 환자상태가 안정화 된후

개인의원의 입원실로 옮겨 치료한다.

④개인의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며 추가 필요한 정밀검사만 개방병원에서 시

행한다.

⑤개방병원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다른 병원에 환자를 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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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래의 문항들은 개방병원의 실시 이후 기대되는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질

문들입니다. 다음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병원의 인력,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의료의 과잉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원의들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

을 것이다.
병의원간의 환자 의뢰/ 회송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병의원간의 기능통합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가 가능할 것이다.

병의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병원의 부족한 전문의 확보가 가능해 환자유치

에 유리할 것이다.

현재의 수가체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을 것이다.

현재 운영상 불편이 없어 참여할 필요를 못 느

낀다.

개원의와 병원직원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시 개원의와 병원 사이의 책임 여부가

모호하다.
개원의의 환자들이 계약된 병원으로의 이송을

원치 않을 것이다.

17. 개방병원제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에 적합한 개방병원형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계약 개원의가 계약된 개방

형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복수 표기 가능)

①입원 의뢰한 입원 환자의 진료에만 참여

②외래 환자의 진료에 파트타임 의사로만 참여

③입원환자, 외래환자 모두 진료

④응급실 응급의료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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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야간, 휴일 당직근무에 참여

18. 개방병원 제도는 입원 환자 1명의 진료에 의원과 병원이 모두 참여함에 따

라 진료수입 배분의 원칙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계약 당사자인 계약 개원의와 병원이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기존의 수가체계 내에서 계약 개원의가 진료보수를 보험공단에 청구수령

하여 병원에 사전에 약정된 사용료를 지불한다

③기존의 수가체계 내에서 병원이 진료보수를 보험공단에 청구수령하여 계

약개원의에게 사전에 약정된 진찰료를 지불한다

④새로운 별도의 수가체계를 만들어서 병원과 계약 개원의에게 개별적으로

지불한다

19. 개방병원 제도는 병원의 의료진과 계약개원의 간에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소정의 책임비율에 따라 병원과 개

원의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진다

②사안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려 이에 따라 부담하도록 한다

③지역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이 기구의 결정을 따른다

④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보험을 들어 의료사고를 대처한다

20. 개원의들의 개방병원선택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환자가 선호하는 의료기관

②동문 등 친분이 있는 의료기관

③개원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은 의료기관

④시설이 뛰어난 의료기관

⑤지리적으로 근접한 의료기관

⑥진료수입의 배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21. 선생님이 계시는 개방형 병원 시행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①문제가 있다 ②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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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계약 개원의와 봉직의(전문의, 수련의) 사이의 진료문제의 갈등 (약제 사

용, 야간 당직시의 문제 등)

②계약 개원의와 병원 행정직과의 갈등 (입원 병실 요구, 검사 재촉 등)

③계약 개원의와 간호 인력과의 갈등 (야간 호출, 의사처방 수용 여부 등)

④계약 개원의와 봉직의의 수익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

⑤계약 개원의와 병원 측의 수익 배분의 문제

⑥계약 개원의와 환자와의 문제 (환자의 개방병원에서의 치료거부나 전원

요구, 회진횟수의 불만 등)

2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병원 제도를 환자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그런대로 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불만족한다 ⑤매우 불만족한다.

24.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절차가 복잡하다 (외부 병원에서 외래진료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②주치의(전문의, 수련의)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 불안하다

③병원의 시설이 낙후되어있다

④환자가 선택한 병원이 아니다

25. 개방형 병원에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적극 참여한다 ②참여한다

③참여하지 않는다 ④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26.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만약 병의원간 진료수입 배분과 의료사고 책임한계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개방병원 제도

에 참여하시겠습니까?

①적극 참여하겠다 ②참여하겠다

③참여하지 않겠다 ④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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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응 답자 일 반 적 특 성 에 관 한 사 항

1. 선생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선생님의 연령은?

①34세 이하 ②35세-39세 ③40세-44세 ④45세-49세

⑤50세-54세 ⑥55세-59세 ⑦60세 이상

3. 선생님 전문과목은 무엇입니까?

①가정의학과 ②내과 ③마취과 ④비뇨기과 ⑤산부인과

⑥성형외과 ⑦소아과 ⑧신경과 ⑨신경외과 ⑩안과

⑪이비인후과 ⑫일반외과 ⑬병리학과 ⑭재활의학과 ⑮정신과

정형외과 방사선과 피부과 흉부외과 기타

4. 선생님의 직업 형태는?

①단독 개원의 ②집단 개원의 ③병원 봉직의 ④병원 경영진

5. 선생님의 개업 또는 봉직기간은?

①0-4년 ②5년-9년 ③10년-14년 ④15년-19년

⑤20년-24년 ⑥25년-29년 ⑦30년 이상

6. 선생님의 병원의 형태는?

①의원 ②병원 ③3차병원 ④대학병원

7. 선생님의 의료기관의 소재하는 곳은?

①서울특별시 ②광역시 ③중소도시(시지역) ④농어촌(군지역)

8. 선생님의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없음 ②1-99병상

③100병상-399병상 ④400병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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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봉직의 선생님만 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병원은 개방병원 시범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까?

①개방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실적이 있다

②개방병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운영은 안되고 있다

③개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④모르겠다.

10. (개원의 선생님만 답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개방병원의 계약 전문의이십니

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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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P hy s ic i an s ' P erc ept ion s on T h e A tt en din g S y s tem

Le e , Ju N a

T h e Gradu ate S ch o ol of

H e alth S c ien c e an d M an a g e m en t

Y on s e i U niv ers ity

(D ire cte d b y P rof e s s or P ark , Ch on g Y on P h .D .)

T h e in dividual h ospital had been conducted the cooperation sy stem

bet w een the h ospital an d th e priv ate clinics in the past , an d th e at ten din g

sy st em w as st art ed sin ce April, 2001. But actu al stu dy for doctor s '

per cept ion inv olv ed in atten din g sy stem w as n ot . T h 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 sess the doctor s ' per cept ion of atten ding sy stem an d to

fin d out th e influen cin g factor s .

A self - administ ered questionn air es surv ey w a s con duct ed t o 679

phy sician s during Oct . 20th to Nov . 30th , 2001. T his surv ey w as done in

th e form of letter or e- m ail. 4 group w as identified in th e form of

inv olv em ent of att endin g sy stem and priv at e clinic phy sician or hospital

employ ed phy sician . E ach an sw er t o qu estionnaire w as analy sed betw een

th ese 4 groups .

T h e m ajor r esult s w ere as follow s .

1. T h e doct or s ' perception to att endin g sy st em show ed st 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 ces bet w een 4 groups accordin g t o ag e, departm ent , the

duration of m edical serv ice, the locat ion of a clinic or h ospital, th e num ber

of hospit al bed and difficulties that m an ag e th e h ospital.

2. P riv ate clinical phy sician s ch oose th e att endin g hospit al on th e basis of

g eographic accessibility rather th an w ell- furnished h ospital sy stem , no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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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in com munity an d patient s ' pr efer en ce .

3. Phy sician s feel that atten ding sy stem w ould be helpful to m aintain

th eir profession al capability and dim inish m edical surplu s . Also con sultin g

an d re- con sultin g w ould in cresed b etw een th e hospit als and th e priv ate

phy sician ' s clinics in this sy st em . An d they feel that patient s will b e

r eceiv ed th e high qu ality of m edical t reatm ent in this sy stem .

4. Phy sician s did n ot ex pect th at th e at ten ding sy stem w ould b e h elpful

to compen sat e th e sh ortn ess of the specialist in th e h ospital. And they

believ e that th e patient s do n ot w ant t ran sfer t o th e atten din g hjospit al.

5. In th e r esult of m ultiple regression an aly sis , m ajor fact or s influen cin g

th e phy sician s ' per ception s of at ten ding sy st em w ere patient ' s satisfaction

w ith atten ding sy st em , num ber of b ed of 1- 99, perception for th e need for

cooperat ion sy stem bet w een the hospitals an d th e priv ate phy sician s '

clinics , difficulties of h ospital ' s m an ag em ent , dow ntown locat ion of th e

hospital. T he phy sician s ' per cept ion s for th e at ten din g sy st em w ere

decrea sed w hen hospital situat ed in th e downtown .

6. In th e result of logist ic r egression analy sis , w hen phy sician s w ere

ex perien ced with cooperation sy st em betw een th e h ospitel and the clinic,

ut ilization s of att endin g sy stem w ere in creased 61 tim es as high w hen they

w ere n ot ex perienced. W h en phy sician s ' ag e w ere 40- 44 y ear s old,

ut ilization s of at ten ding sy stem w ere increased t en tim es compared to

doct or s ag e ledd than 39.

In con clu sion , it is n ecessary to r educe the lev el of copaym ent of th e

health in suran ce, dispose att endin g w ard ' s phisician , dev elop a m edical

inform ation sy stem to simplify m edical official procedure in order to

in cr ease pat ient ' s satisfact ion to the at ten din g sy stem .

Also it is n essary to con stru ct cooperat ion sy stem betw een the h ospital

an d the priv at e phy sician ' s clinics w hich are n ot inv olv in g in the atten ding

sy st em y et .

K ey W ord s : at ten din g sy stem , phy sician ,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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