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RESEARCH 2022;2(1):120-130 | pISSN 2765-6764 eISSN 2765-7353
https://doi.org/10.52937/hira.22.2.1.120

Original Article

병원, 의원, 치과의원의 폐업 관련 요인
박영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losure of Small Hospitals, Clinics, and Dental Clinics
Young-Taek Park
Evidence-based Research Divisio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onju, Korea

Correspondence to:
Young-Taek Park
Evidence-based Research Divisio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60 Hyeoksin-ro, Wonju 26465, Korea
Tel: +82-33-739-1169
Fax: +82-33-811-7616
E-mail: pyt0601@hira.or.kr
Received: April 11, 2022
Revised: May 7, 2022
Accepted after revision: May 9, 2022

© 2022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20 www.hira-research.or.kr

Background: Sustainability of healthcare delivery system of local communities is based
on stable supplies of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small hospitals and clinics. Lack of
those facilities critically affect healthcare accessibility of local community resid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closure of small hospitals
and clinics in Korea.
Methods: The units of analysis are small medical institutions: small hospitals, medical
clinics, and dental clinics. This study had a retrospective study design and used the
secondary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ve data. The study pulled out the medical
institution data closed from January 1, 2020 to December 31, 2021. A total of 52,809
medical facilities were analyzed as the denominator of study population. For statistical
analysi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using the event of hospital and clinic
closure.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number of computed tomography (odds ratio [OR], 0.499;
95% confidence interval [CI], 0.316 to 0.790; p =0.003)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OR, 0.467; 95% CI. 0.288 to 0.757; p =0.002)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losure
of small hospitals, but not in medical and dental clinics. For organizational factors,
proportion of medical specialists over generalists and nurses over nurse aids were
related with closure of medical (OR, 0.989; 95% CI. 0.978 to 0.999; p =0.04; OR, 0.989; 95%
CI. 0.979 to 0.998; p =0.02) and dental clinics (OR, 0.995; 95% CI. 0.993 to 0.997; p <0.001;
OR, 0.997; 95% CI. 0.994 to 0.999; p =0.03), respectively. For environmental factors,
market competition measured by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for hospitals (OR,
0.999; 95% CI. 0.999 to 1.000; p =0.02), the number of medical clinics (OR, 1.001; 95%
CI. 1.001 to 1.002; p <0.001), dental clinics (OR, 1.002; 95% CI. 1.002 to 1.003; p <0.001)
within local area, and the local population growth rate of clinics (OR, 1.007; 95% CI. 1.001
to 1.013; p =0.03)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edical institution closure.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several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closure of small
hospitals, clinics, and dental clinics. Healthcare policy makers need to be aware of these
factors to prevent unexpected resource allocation in local communities.
Keywords: Health facility closure; Hospital closure; Clinic closure; Clinic bankruptcy;
Hospital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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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치하는 비영리법인 병원이 폐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17]. 이러한 병원의 폐업과 관련된 요인을 분

의료기관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직

석한 선행연구들은 그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

접적인 제공 주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의료시설

하고, 오래전에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며, 규모가

의 공급과 폐업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작은 의원이나 치과의원과 같은 소규모 기관을 대상

의료시설이 부족하면 환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여 건

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

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1-3]. 이러한 악영향은 지역

는 의료기관의 폐업 관련 요인을 분석한 탐색적(ex-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4,5]. 의료기

ploratory) 연구로 전국 데이터의 이용, 최신 정부

관이 신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

행정통계 등의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켜 심층적으

움으로 다시 폐업을 한다면 분명 불필요한 자원의 낭

로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비를 가져온다[6]. 다만, 개인적 사유로 폐업하거나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이론적인 접근이나 근거에 기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에서 예외일 수 있다.

반을 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지역사회의 작은 의료기관들은 그 지역의 질병 치료

본 연구의 목적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폐업에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계량적인 데이터를 통

에서 적정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하여 살펴보는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의료

다.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는 의료자원이 매우 부족하

시설의 개설을 원하는 신규 개설자와 적정 수준의 의

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7].

료시설 유지에 관심이 있는 정책담당자에게 관련 정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폐업률과 관련한 연구에 따
르면, 2020년도 병원의 폐업률은 5.8%, 의원의 폐업

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률은 3.4%로 알려지고 있다[8]. 외국의 경우 나라마

방 법

다 의료전달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시
설을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
별 폐업률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실정이다. 병원의

1. 연구설계

폐업과 관련된 연구는 병원의 신·증설 현황분석이

본 연구는 횡단면적 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2020

있고[9], 요인들로는 지역적 특성[10], 정책적 요인

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폐업을

등이 있다[11,12].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 병원 설립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이전 2년간 건강

형태, 규모, 시장경쟁 정도[13], 소유형태, 교육기관

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여부 등이 폐업과 관련성이 있었다[14]. 또한 요양병

포털”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변수 관측시

원의 입지선정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생존과 운영

점은 매년 12월 31일로 하였다. 예로, 2021년 5월에

을 위해서는 지리적 요건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폐업한 기관은 2020년 12월의 의료기관 관측값을 이

있었다[15]. 미국의 병원파산연구에 따르면 경쟁, 규

용하였다. 폐업기관 변수의 관측값 비교를 위하여 현

모가 작은 병원에서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으며,

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며[16], 이외에도 도시지역에

변수의 관측시점은 매년 12월 31일로 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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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관

의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기술적 요소로 선정한 컴

측값이 없을 경우 이전 연도 12월 31일의 관측값을 이

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과 자기공

용하였다. 연구설계를 위한 분석틀은 폐업에 미치는

명영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요인을 기술적(technological, T), 조직적(organiza-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적어 기술적 요인은 분석에 포함

tional, O), 그리고 환경적(environmental, E) 요소

시키지 않았다. 분석틀을 TOE 모델로 구성한 이유는

(factor)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환경적 요인변수는

병원의 폐업은 병원의 운영적 특성뿐만 아니라 시장의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인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

특성도 폐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19-21].

황” 자료(https://jumin.mois.go.kr/)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10일 심사평가원의 기관생명윤

(그림 1). 이러한 TOE 모델은 현황분석을 체계적으로

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면

수행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따랐다[18]. 다만, 치과

제를 받았다(IRB 승인번호: 2022-010-00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심사평가원 의료자원 DB

- 병원, 의원, 치과의원 대상자 추출
데이터 링크: 행정구역 ID

- 인구 지리학적 통계 정보

총 기관 수: 54,917개소
인력, 지리정보 등 불명확한 데이터 제외(3.84%)
분석대상 기관 수: 52,809개소

현재 운영기관

분석 포함 대상자
- 병원: 1,300개소
- 의원: 32,086개소
- 치과의원: 17,779개소

분석 포함 대상자
- 병원: 93개소
- 의원: 1,105개소
- 치과의원: 446개소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림 1. 조사대상자 및 주요 변수 추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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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사 수+치과위생사 수]/[간호사 수+치과위생사 수+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수]×100)으로 하였다. 환경적인 요인

대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environmental factor)으로는 인구수, 인구증가

연구는 폐업 발생 사건이 많은 병원, 의원, 치과의

율, 가구당 인구수, 지역의 의료기관 경쟁지수로 하

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관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였다. 경쟁지수로 병원의 경우는 허핀달허쉬만지수

의 폐업이라는 충분한 사건(event)이 발생해야 하기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이용하였

때문에 대상자가 많은 위의 3개 집단을 조사대상자

다[22]. 여기에 이용한 변수는 각 병원이 가지고 있

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

는 병상 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역으로는 단위 행정

합병원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

구역(구가 없는 시, 구, 군 기준)을 이용하였다. 다

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만, 의원과 치과의원의 경우는 병상 수가 없는 경우

병원, 의원, 치과의원의 경우 대상자료 추출 후 일

가 많기 때문에, 구 또는 군 단위 지역에서 진료를

반적 특성 변수의 관측치 값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의원과 치과의원의 수를 경쟁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수로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분석

3. 변수선정

본 연구는 1개의 종속변수와 3개 관점의 관찰대

상 독립변수를 갖는다. 단일 종속변수는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하였다. 여기서 폐업의 정의는 공식적으로

에 포함시킨 통제변수는 지역, 설립 구분, 병상 수
였다.
4. 통계적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폐업 여부이다. 따라서 모

정부기관(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한 의료기관을 말한

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종속변수인 폐업 여

다. 따라서 한 의료기관이 특정 연도에 진료 실적이

부에 따라서 비교되며, 이러한 비교를 수행함에 독

없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립변수가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카이스퀘어검정

폐업대상 병원에서 제외하였다. 의료기관의 일반적

(chi-square test), 수치값인 경우에는 t -검정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

(t -test)을 실시하였다.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관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들 중 군병원의

통제한 상태에서 관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

경우는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

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

외하였다. 본 연구가 선정한 관찰대상 3개 독립변수

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의료기관의 소재

군은 상기 연구설계에서 언급한 TOE 모델에 따라,

지역, 운영기간, 설립 구분 등 의료기관의 일반적

기술적 요소(technological factor)로 의료기관이

특성은 선행연구들에서 모두 통제변수로 이용했기

운영 중인 CT, MRI 수로 하였으며, 조직적인 요인

때문에 본 연구도 이를 환경요인으로 간주하지 않

(organizational factor)으로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고, 통제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

비율과 간호사 비율(간호사 수/[간호사 수+간호조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 발

무사 수]×100)로 하였다. 다만, 치과의원의 경우는

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치과 위생사 비율([간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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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변수의 경우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가 아닌

ratio [OR], 0.499; 95% confidence interval [CI],

경우 분석모델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모델로 구성

0.316 to 0.790; p =0.003) and MRI (OR, 0.467;

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CT와 MRI 등은 상관관계가

95% CI, 0.288 to 0.757; p =0.002). 그러나 이러

있어 별도의 독립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최종모델은

한 병원에서의 관계는 의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모두 모델에

(표 2).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분
석은 SAS/STAT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통계량은 p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의료기관의 조직요인(organizational factor)과
폐업

의료기관의 조직요인과 폐업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조직요인으로는 전체 중 전문의 비율과 간호사

결 과

비율을 각각 설정하였다. 다만, 치과의 경우는 치과
전문의와 간호사+치과위생사 비율로 하였다. 분석

1. 조사대상자 일반특성

결과 의원의 경우 전문의와 간호사의 비율이 낮을수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폐업과 관련이 있는 요인

록 폐업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을 파악하는 것이다. 총 52,809개 의료기관을 분석

다(OR, 0.989; 95% CI, 0.978 to 1.000; p =0.04;

에 포함시켰으며, 이 중 폐업기관으로 분석에 포함

OR, 0.989; 95% CI, 0.979 to 0.998; p =0.02). 이

시킨 대상자는 병원 93개소, 의원 1,105개소, 치과

러한 경향은 치과의원에서도 관찰되었다(OR, 0.995;

의원 446개소이었다. 병원의 경우 소재지역, 운영기

95% CI, 0.993 to 0.997; p <0.001; OR, 0.997;

간, CT 보유, MRI 보유,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95% CI, 0.994 to 0.999; p =0.03). 그러나 병원급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폐업과 관련이 있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들 변수가 관련성이 없었다(표 3).

의원의 경우는 운영기간, 설립 구분, 전문의 비율,
지역 내 의료기관 수가 폐업과 관련이 있었다. 치과
의원의 경우는 치과전문의 비율, 간호사와 위생사

4.의료기관의 인구 환경적 요인과 폐업

의료기관의 인구학적 환경요인과 폐업 간의 관계

비율, 지역 내 치과의원의 수가 폐업과 관련성이 있

를 살펴보았다. 병원의 경우 경쟁적 환경일수록 폐

었다(표 1).

업할 가능성이 높았으며(OR,0.999; 95% CI, 0.999

2.의료기관의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과
폐업

to 1.000; p =0.02), 의원(OR, 1.001; 95% CI,
1.001 to 1.002; p <0.001)과 치과의원(OR, 1.002;
95% CI, 1.002 to 1.003; p <0.001)의 경우도 경쟁

병·의원의 폐업과 해당 기관의 기술적 요인이

적인 시장에 위치할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았다. 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술적인 요소로는

만, 의원급에서는 지역의 인구수 증가율과 폐업이

각각 CT와 MRI 수로 하였다. 병원의 경우 CT와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OR, 1.007; 95% CI,

MRI 수는 병원폐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해당 장비

1.001 to 1.013; p =0.03) (표 4).

의 수가 적을수록 폐업할 가능성이 높았다(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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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단위: 기관 수, %, 연, 수, %, 지수)
변수

병원

기관 수

시 구 소재지(%) (vs. 군)
운영기간(연)

설립 구분(영리) (%)
병상 수

CT 보유*

MRI 보유*

전체 중 전문의 비율†
간호사 비율†

지역사회 인구수‡

지역사회 인구수 증가율‡
가구당 인구수‡

경쟁지수(HHI)‡

의원

기관 수

시 구 소재지(%) (vs. 군)
운영기간

설립 구분(영리) (%)
병상 수 보유(%)
CT 보유*

MRI 보유*

전체 중 전문의 비율†

간호사 비율(vs. 간호조무사)†
지역사회 인구수‡

지역사회 인구수 증가율‡
가구당 인구수‡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수‡

치과의원§

기관 수

시 구 소재지(%) (vs. 군)
운영기간

설립 구분(영리) (%)
병상 수 보유(%)

전체 중 치과전문의 비율†

간호+위생사 비율(vs. 간호조무사)†
지역사회 인구수‡

지역사회 인구수 증가율‡
가구당 인구수‡

지역사회 내 치과기관 수‡

n

HHI =∑Si2 단,

예

폐업 여부

p-value

전체

아니오

93 (100.0)

1,300 (100.0)

1,393 (100.0)

13.0

10.5

10.7

0.002
0.68

83.9
93.6

91.7
94.9

-

91.2

0.01

94.8

0.59

97.8

100.9

100.7

26.9

46.2

44.9

0.001

52.4

0.002

-0.934

0.93

39.8
90.2
44.8

52.8
95.3
52.9

51.9
94.9

324,598

332,276

331,759

2.19

2.20

2.20

-0.846

-0.941

1,619.9

1,689.1

1,684.5

1,105 (100.0)

32,086 (100.0)

33,191 (100.0)

15.0

14.3

14.3

93.8
97.3
15.0
1.2
0.4

94.3
99.2
16.1
1.5
0.7

0.02
0.09

0.68
0.64
0.71
-

94.3

0.45

99.1

<0.001

1.5

0.41

0.03

16.0

0.36

0.7

0.26

87.0

91.9

91.7

<0.001

358,908

350,854

351,121

0.13

2.20

2.21

2.21

9.4

-0.466

10.6

-0.589

10.5

-0.585

436.8

356.8

359.5

446 (100.0)

17,779 (100.0)

18,225 (100.0)

15.7

15.1

15.1

94.8
99.3
0.2

94.7
99.7
59.7

59.6

360,394
2.20

-1.27

193.0

Si = i 병원 병상수/지역 내 모든 병원 병상수 ╳ 100.

0.37

<0.001
-

0.88
0.36

99.7

16.0

17.0

54.8

0.70

94.7

0.2

10.9

0.10

0.19

0.51

16.8

<0.001

349,712

349,975

0.19

2.21

2.21

-0.32

160.7

0.01

-0.34

0.06
0.52

161.5

<0.001

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i=1

*기술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 독립변수 군. §치과의원의 경우 분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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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료기관의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s)과 병·의원의 폐업

모델1 (CT가 주요 관심 독립변수)

변수

모델2 (MRI가 주요 관심 독립변수)

Adjusted OR* (95% CI)

p-value

Adjusted OR (95% CI)

p-value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468 (0.250‒0.876)

0.02

0.590 (0.318‒1.092)

0.09

설립 구분: 영리(ref: 비영리)

1.089 (0.432‒2.745)

0.86

1.235 (0.494‒3.088)

0.65

병원

운영기간
병상 수

CT 보유†

1.039 (1.013‒1.067)
0.999 (0.996‒1.003)
0.499 (0.316‒0.790)

MRI 보유†

의원

0.004
0.73

0.003

1.032 (1.006‒1.059)

0.02

0.999 (0.996‒1.002)

0.67

0.467 (0.288‒0.757)

0.002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932 (0.727‒1.195)

0.58

0.934 (0.728‒1.197)

0.59

설립 구분:영리(ref: 비영리)

0.291 (0.198‒0.427)

<0.001

0.290 (0.198‒0.425)

<0.001

0.725 (0.414‒1.268)

0.26

0.471 (0.174‒1.274)

0.14

운영기간

병상수: 있음(ref: 없음)
CT 보유†

MRI 보유†

1.009 (1.002‒1.015)
0.939 (0.794‒1.112)

0.01
0.4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행정자료 분석.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3].

1.009 (1.002‒1.015)

0.01

0.937 (0.792‒1.109)

0.4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Adjusted OR: 지역, 운영기간, 설립 구분, 병상 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통제한 후 산출한 교차비.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s)과 관련된 주요 관심 독립변수.

표 3. 의료기관의 조직적 요인과 병・의원(치과 포함) 폐업

Adjusted OR* (95% CI)

p-value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934 (0.728‒1.198)

0.59

설립 구분: 영리(ref: 비영리)

0.289 (0.197‒0.424)

<0.001

0.891 (0.477‒1.665)

0.72

병원

변수

운영기간
병상 수

전문의 비율†
간호사 비율†

1.009 (1.002‒1.015)
0.940 (0.794‒1.113)
0.516 (0.170‒1.567)

의원

0.01
0.47
0.24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656 (0.347‒1.239)

0.19

설립 구분: 영리(ref: 비영리)

0.850 (0.332‒2.174)

0.73

운영기간

병상 수: 있음(ref: 없음)
전문의 비율†

1.033 (1.006‒1.060)
0.999 (0.996‒1.002)
0.989 (0.978‒0.999)

간호사 비율†

0.989 (0.979‒0.998)

치과의원

0.02
0.60
0.04
0.02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995 (0.774‒1.278)

설립 구분: 영리(ref: 비영리)

0.312 (0.210‒0.464)

<0.001

0.995 (0.993‒0.997)

<0.001

운영기간

병상 수: 있음(ref: 없음)
치과전문의 비율†

간호사 및 위생사 비율†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1.010 (1.004‒1.016)
0.966 (0.816‒1.144)
0.997 (0.994‒0.999)

0.97

0.001
0.69
0.03

*Adjusted OR: 지역, 운영기간, 설립 구분, 병상 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통제한 후 산출한 교차비. †조직적 요인(organizational factor)과 관련된 주요 관심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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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료기관의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과 병·의원(치과 포함) 폐업

Adjusted OR* (95% CI)

p-value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230 (0.095‒0.555)

0.001

설립 구분: 영리(ref: 비영리)

1.046 (0.414‒2.642)

0.92

변수

병원

운영기간
병상 수

지역사회 인구†

1.040 (1.013‒1.068)

0.003

0.998 (0.995‒1.001)

0.24

1.000 (1.000‒1.000)

인구증가율†

0.79

1.006 (0.983‒1.029)

가구당 인구수†

0.60

1.429 (0.252‒8.100)

경쟁 정도†(HHI)‡

0.69

0.999 (0.999‒1.000)

의원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878 (0.665‒1.16)

0.36

0.289 (0.197‒0.424)

<0.001

1.000 (1.000‒1.000)

0.77

운영기간

1.010 (1.004‒1.017)

병상 수: 있음(ref: 없음)

0.931 (0.786‒1.102)

설립 구분: 영리(ref: 비영리)
지역사회 인구†
인구증가율†

0.02

0.001
0.41

1.007 (1.001‒1.013)

가구당 인구수†

0.03

0.684 (0.440‒1.063)

0.09

지역 내 의원 수†

1.001 (1.001‒1.002)

<0.001

지역: 시, 구지역(ref: 군지역)

0.899 (0.563‒1.436)

0.66

설립 구분: 영리(ref: 비영리)

0.508 (0.158‒1.638)

0.26

치과의원

운영기간

병상 수: 있음(ref: 없음)
지역사회 인구†

1.005 (0.995‒1.014)

0.34

0.791 (0.106‒5.932)

0.82

1.000 (1.000‒1.000)

인구증가율†

0.18

0.998 (0.987‒1.009)

가구당 인구수†

0.73

0.757 (0.392‒1.461)

지역 내 치과의원 수†

0.41

1.002 (1.002‒1.003)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Adjusted OR: 지역, 운영기간, 설립 구분, 병상 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통제한 후 산출한 교차비.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과 관련된 주요 관심 독립변수.
n

HHI =∑Si2 단,

‡

i=1

Si = i 병원 병상수/지역 내 모든 병원 병상수 ╳ 100.

고 찰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과 관련하여,
CT나 MRI와 같은 고가장비를 보유하지 않을수록 폐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폐업과 관련된 요인

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을 파악하는 것이다. 폐업 여부에 따른 기관의 특성

일반적인 현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었는

을 주요 연구 관심변수로 기술적, 조직운영적, 환경

데, 의원급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CT나 MRI와 같

적 특성 관점에서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은 고가장비는 의료기관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기 때

의료기관의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의 3가

문에,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재정적인

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폐업에 이를 가

었으며, 다만 조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능성이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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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며,

관 수가 많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

따라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폐업에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시장이 경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가장비뿐만 아니라 지리적,

적일수록 폐업이 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경향을

정책적, 조직 구조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

보여주고 있었다[13,15,16]. 다만, 의원급에서는 지

로 작용해 나타날 수 있다[10,11,13]. 본 연구의 재

역의 인구수 증가율과 폐업과의 관계가 양(+)의 관

미있는 결과는 이러한 고가장비 관련성이 의원급 의

련성은 보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심도 있는 추가적

료기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CT나 MRI와 같은 고가장비를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선행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의료기관의 경우 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기 때

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에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헌고

는 순수 폐업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과 계량적인 관련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

러한 구분자를 찾을 수 없어 이 경우도 폐업으로 코딩

가 있다.

을 하였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분석

운영적 요인과 관련하여, 의원이나 치과의원의 전

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폐업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

문의 비율과 간호사의 비율은 폐업한 기관에서 그렇

는 신규개설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도 새로운 연

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낮았다. 의원이나 치과의원의

구방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최근 많은 의료기

전문성은 환자가 선호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들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소

환자가 이러한 특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이

셜네트워크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홍보를

러한 관련성이 폐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하는 경향이 있다. 폐업이 이러한 의료기관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환자가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했더라면, 더 풍성한 연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고, 운영적 전문성이 폐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지식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이나 기술을 가진 인력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면적 연구설계로, 폐업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관련성

더 제공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

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

다. 의사나 간호사의 전문지식이든지 아니면 간호사

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향후 연구에 반영하여

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환자 만

연구결과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

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폐업 가능성

구는 폐업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자료가

이 낮게 나타난 것인지는 추후 심도 있는 토론이 필

부정확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가 정확한 폐업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폐업한 의료기관이 있는

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시장이 경쟁

은 연구의 의미가 있다. 첫째,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적이었으며, 특히 의원과 치과의원의 경우는 해당 기

기반으로 하여,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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