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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how family physicians managed their primary health care 

center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ir privative clinic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from five family physicians who operated their private 

clinics. All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into verbatim dat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ree major categories were identified: 1) types of physician based on major value as a doctor; 2) difficultie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3) desirable operating strategies for success. The first category described what kinds of 

value the physicians pursued as they operated their private clinics. Two different types were identified. One was intrinsic 

value oriented and the other was extrinsic value oriented. The second category illustrated many difficulties that family 

physicians faced in operating and managing their private clinics. Lack of private time, social isolation, and gap between 

mission and reality of practice were identified as major difficulties. Desirable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were four subcategories: location; self-oriented developmental plan; specialization of the services; and activating network 

with larger hospital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helpful in setting up and operating private clinics through understanding the 

difficulties and strategies of primary physicians and recognizing mission and major valu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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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번 연구는 가정의들의 의원 경영에 관한 경험을 밝히고 

의원 개설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의 공급 과잉과 함께,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해외 자본의 유입, 사보험의 활

성화, 전반적인 세계 경기의 침체 등 의원 경영의 모습 또한 다

양화,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사들이 개원을 선택

하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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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위, 주관적인 계층 인식, 경제적 만족도는 모두 전문인

의 사회화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1) 필자

는 실재로 개원 의사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

지와 만족스런 개원 의원 경영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소들

에 대해서 실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였다.

경영은 사례별로 고려해야할 상황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

다. 인류 사회학적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의원 경영 연구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있다.2) 특히나 의원의 개원을 위한 입지 선정, 진료과목

의 선정, 의원 경영 형태의 선정 등은 사례마다 워낙 다양한 경

우의 수가 있고, 객관적 요소보다는 의사 개인의 성향이나 상

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의원 

경영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이 고

려해야할 요소들을 평가해보고 자가 성찰을 통해 구체적인 

개원의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금번 연

구는 비교적 만족스런 소규모 의원 경영 사례에 대한 질적 연

구를 통해 향후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전공의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인권 보호  
본 연구는 가정의학과 전공 개원의들의 의원 경영에 관한 

경험을 밝히는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를 위해 개별적으로 

개원의들을 소개받아 전화로 이들에게 연구에 대한 참여 의

사를 다시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

뷰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

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임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2. 자료 수집 절차 
자료는 현재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들로부터 

개인 심층 인터뷰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의

원의 상담실을 비롯하여 대학의 세미나실과 연구실 등 외부

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

는 곳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Spradley3)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에는 

광범위한 질문(grand-tour question)으로 시작하여 점차로 초점

이 맞추어지는 형식을 취하였다. 초기의 질문은 의원 경영에 

초점을 맞추되 광범위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

해 연구자의 견해가 아닌 연구 참여자의 견해가 최대한 드러

나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하여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녹

음된 자료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를 필사하여 컴퓨터에 입력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녹음이 허락된 시간은 평균 20여분이

어서 녹음 없이 진행된 인터뷰 내용은 추후에 기록하여 분석

에 적극 이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특정한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은 채, 연구 질문을 기본 축으로 하여 자료가 지니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귀납적 분석이다.4-6) 이는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기존 이론이나 문헌이 부족할 때 적합한 방법이

다. 분석의 목적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

를 얻기 위함이며, 분명한 연구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류

하도록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개원의들의 경험을 밝히는 것에 목표를 

둔 본 연구에 잘 부합된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미리 범주

를 정하지 않고 자료에 근거하여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였으

며,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얻도록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인터뷰를 통해 나온 자료에 집중하면서 전체

적으로 자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

로 되풀이하여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 다음 내용 중

에서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구를 따

로 표시하며 코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드 중에서 상호 연

관된 코드들 끼리 묶어, 보다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범

주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름들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범

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원래의 자료로 돌아와 총체적으로 읽

고 분석하면서 범주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중에 아이디어들을 메모해둔 후 이를 글쓰기에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질적 연구의 평가는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성(audi t-

ability), 적합성(��ingness), 그리고 확인가능성(con�rmability)

을 준거로 삼는다.7) 신뢰성 확립을 위해서는 자료의 신뢰성 뿐 

아니라 자료로부터 분석한 범주와 예의 대표성을 포함한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공동 연구자가 같은 주제를 가지

고 각자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한 명의 연구자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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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

다고 본다. 분석에서의 신뢰성을 위해서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반박하려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자료

의 전형적인 요소뿐 아니라 비전형적인 요소도 포함하는 기

술과 설명을 포함하였다. 또한 공동 연구자들 간의 피드백과 

한 명의 참여자 확인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은 독자들이 연구자의 의사 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 자

료수집 절차와 자료를 수집한 세팅의 특성 등을 되도록 자세

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형성된 범주들과 실제 자료간의 관련

성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에서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을 

적절한 범주 속에 삽입하여 기술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적합성이란 양적 연구에서처럼 현장이나 

참여자를 넘어서서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황

에 대한 다양성, 제한점의 유사성, 현상의 보편성이나 깊이 등

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

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한편 확인가능성은 신뢰성, 감사가능성, 그리고 적합성 확

립을 통하여 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병의원의 상호나 개설 지

역 등은 개인 신상을 노출시킬 수 있어 생략하도록 하였다. 

2. 범주 
다섯 명의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다음의 3개의 범주가 도

출되었다. 1) 의사로서의 가치 지향 형태, 2) 현실적인 어려움, 

3) 바람직한 개인 의원의 경영전략이다. Table 2는 연구대상으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A B C D E

Management  period (y) 1  5  27  0.8  1 

Presented specialty FM, IM FM, Obesity FM, Esthetic Esthetic FM

No. of doctor 2 1 2 2 1

No. of paramedics 5 3 10 10 3

Size of clinic > 300 m2 100-200 m2 > 300 m2 > 300 m2 100-200 m2

Main activities FM FM FM + Esthetic Esthetic FM

FM: family medicine, IM: internal medicine. 

Table 2. Extracted categories from the participants.

Category* Subcategory†

Types of physician based on major  value as a doctor Intrinsic value oriented 

Extrinsic value oriented

Difficultie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linics Lack of private time

Social isolation

Gap between mission and reality of health care

Desirable strategies for the success Location

Self-oriented developmental plan

Specialization of the services 

Activating network with larger hospitals

*These categories were what most participants thought commonly and reviewed by two specialists in the field of qualitative researches 

and two family medicine doctors.†Those factors are realistic and practical things when we are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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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도출된 범주 및 하위 범주에 대한 표시이다. 

1) 제 1 범주: 의사로서의 가치 지향 형태

본 연구 결과, 의사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의원을 개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운영과 형태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로서 참여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철학이자 가치관은 개원 준

비로 인해 발생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혹은 돈을 버는 

것이 개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해도, 자신의 의원을 찾는 환자

들을 향한 개원의의 시각에는 의술과 의사가 갖는 대 사회적 

소명의식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 모두에게서 드

러나는 이 범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가치관에 치우쳐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내재적 가치 지향형과 외재적 가치 지

향형으로 구분되었다. 

(1) 내재적 가치 지향형: 참여자 중에는 의학을 공부하던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개원한 경우

가 있었다. 즉 자신이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모습을 이루

는 것,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이루면서 꿈꿔오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개원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경제

적 성공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경제적인 것만을 위해서 개원했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배운 게 의사니까 자아실현을 하면서도 그것을 유지

할 만큼 경제적인 피드백이 있고 그러니까.” (B)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병원을 생각했고, 지금 상황이 어렵

긴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내가 행

복하게 일하면 되지 않겠어?” (A)

  

(2) 외향적 가치 지향형: 외향적 가치 지향형은 개원을 사

회적 성공에 더욱 중점을 둔 경우로서, 비즈니스 개념의 의원 

경영이 주된 관심사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경제

적인 성공이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진술하였다. 개원

을 선택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인 성공이었기 때문

에 이들에게 비즈니스 개념은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성공

적인 비즈니스의 의원 경영을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

었다. 이를 위해 개원 장소의 신중한 선택, 특성화 여부 결정, 

개원의의 자질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개원 경영을 할 때는 첫째가 돈이야. 이제는 병원도 비즈

니스 회사랑 똑같애...  어떻게 하든 전략을 짜지 않으면 망한다

고.” (C)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갈꺼냐..그게 가장 중요해요... 남들하

고 틀리게 가는게 365일 한다는 것. 항상 일요일 날 와도 전문

의가 진료를 본다는 개념.” (E)

외향적 가치 지향형의 개원의들에게는 경영컨설팅의 필

요여부가 중요 관심분야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의사로서의 

역할에서부터 경영자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특성화한 종목으로 개원한 참

여자는 의원의 특성상 같은 종목의 타 의원 간의 경쟁이 심하

여 전문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기 개원이고 개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전문

적인 비즈니스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진료나 시술만 하고 싶은데 비즈니스 면을 생각해

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딱 도와줬으면 좋겠는

데, 그걸 100% 만족스럽게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

요.” (D)

“의사는 진료만 하면 되지만,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경영주가 되는 거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거나 병

원진료 이외의 점에도 관심이 있고 잘 할 줄 알고 변화 상황에 

적응할 줄 알고 하면, 저처럼 소규모 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

지 않을 것 같구요.” (B)   

2) 제 2 범주: 운영의 어려움 

개원의의 가치가 내재적 가치 지향적이건 외재적 가치 지

향적이건, 모든 참여자들은 의원의 운영과 경영상의 어려움

을 호소하였다. 우선 개원을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장소도 결정하고, 개원 형태, 진료과목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개원 운영이 시작되면 많은 문제에 봉착

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닌 공통적인 문제는 개인 시간의 부족, 

사회적 고립, 그리고 소신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나타났다. 

(1) 개인 시간의 부족: 의원의 원장으로서 의사들이 생각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휴가를 확보하기 힘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규모 의원의 특성 상 의원의 

이미지와 진료의 연속성이 연관성이 크며, 진료의 공백이 이

미지 실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휴가 확보를 힘들

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나 B 선생님은 대진을 쓸 경우 

재진 환자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

스럽다고 말하였다. 실재 재진 환자 유지를 위해서 주말 진료 

및 야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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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진료 의원 간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고 하였다. C 선생

님도 최근 5년간 휴가를 가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나 찾아서 오는 환자인데, 내가 휴가 가면 병원 문 닫아야

지. 어떻게 대진을 쓰니?” (B, C)

“육아시간을 내기가 힘든 점이 가장 어려워요. 지금은 어

려서 괜찮지만, 개인 시간 활용이 힘들고, 여가 활용이 힘들다, 

오후 진료를 좀 맡길 수 있다던지 하면 좋을 것 같고..” (B)

(2) 사회적 고립: 의원의 구조 상 의사 1인과 수명의 의료

인으로 구성된 경영 집단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직 사회화 집단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

사 간의 지식 교류나 주체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고립은 '주변과 교류가 없어 외롭다'로 표현되

었다. A 참여자는 다수의 의사들이 함께 진료하고 싶다고 말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술대회에 같이 하고 학회에 참

석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의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

한 요인이라고 말하였으며, B 참여자도 의국과 가깝고 서울에 

의원을 개설한 것이 의사 동료들을 만나는 데에 용이하고 의

사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풍부하여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E 참여자도 똑같이 언급하였다.

  “의사는 진료실에만 있으니 밖의 상황을 모르지. 특히나 

간호사들이 다 여자들이라서 대화가 참 힘들고, 해결해주기

도 힘들어.” (E)

“자기 만족도를 위해서는 서울 안에서 개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본원 근처에 있어서 의국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

석할 수 있어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사로서 고립

되는 게 안 좋거든요.” (B)  

 

“혼자 하다보니 업무 부담이 세고 체력적으로 좀 딸리네

요. 개원가에 있다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좀 외로워요. 내 여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 (E)

(3) 소신과 현실 사이의 괴리: 모든 참여자들은 의사로서

의 소신과 의료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고민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원

을 한 경우에는 의원 경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욱 크게 부

각되었다. 우리사회의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이 컸

는데, 이러한 의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원의 개인이 해

결할 수는 없어서 그저 답답해  하였다. 개원 시 발생된 부채에 

대한 부담도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화된 아이템으로 개원한 참여자인 

경우, 지나친 경쟁구조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자신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동일 아이템으로 개원한 의원들 

간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화 의원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개원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인가 확

실히 알게 되니까. 수가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 비도

덕적인 일을 해야 하고, 무리를 해야 하고.” (A)

“자기가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자기 실력이나 자기 병

원이나 이런 게 인정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전쟁이구요. 저희는 대박 아

니면 쪽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우리는 스트레스죠.” (D)

3) 제 3 주제: 바람직한 운영 전략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개원 운영의 어려움뿐만 아니

라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도 제시하였다. 이들

이 제시한 공통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입지의 중요성: 대부분의 참여자는 개원할 때 고려해

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라고 진술하였다. 개원 장소는 

자신의 개원 목적과 자금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일부에서는 이를 위해 실제로 전문적인 의원 

경영의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입

지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권하기

도 하였는데, 이는 주로 내재적 가치 지향형인 경우로서, 한 참

여자는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개원 장소를 결정하였고 

이에 매우 만족하였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첫 번째는 당연히 입지고, 입지가 나

쁘면 병원을 할 수가 없어. 산골에서 하겠나? 입지가 중요한 게 

주택이 몇 명인지, 경쟁할 병원이 어디 있는지, 밤에 잠만 자는 

도시인지.” (C)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유는 입지는 환자가 유동인구

나 지역특성에 맞춰서 자기 컨셉이랑 잘 맞는 입지를 선택하

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개원 프로세스의 90%가 입지라고 

하면 되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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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거든요.” (D)

(3) 서비스의 특성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일반 진료만

으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므로 특성화에 대한 노력과 탐

구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앞으로 개인 의원의 성공 여부

는 개원의의 특화에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신만의 특

성을 살려 나갈 때 성공적인 의원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높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

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자기 것을 만들어라. 특화된 것을 만들어라.” (C)

“저는 병원(서울대)에서 수련 받은 거랑 조금 틀리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

다.” (E)

(4) 큰 병원과의 연계 활성화: 참여자들은 개인 의원의 향

후 발전 방향으로 집단 개원 형태나 네트워크 운영과 같은 대

안적인 의원 경영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원 혼자 의원을 운영

하기 보다는 다양한 진료과가 한 곳에 모여 서로 공유하며 자

신들의 전문분야를 가지면서 모여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 진료과 의원들 간

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리라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집단개원인데, 각자 따로 자기 병원 자기가 가지는 거지, 

씨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지.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고 어느 정

도는 따로 가는거지.” (C)

“현재는 약국도 프랜차이저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고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화된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저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먹힐 것 같아요.” 

(B)

   

그런데 이러한 공동 진료나 큰 의원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도 언급하였다. 따라

서 개원의는 자신에게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

요하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제언하였다.

“아예 혼자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끼

리...” (D)

“공동개원이 체력적인 면이나 세금 처리 면에서 유리한 

“저희는 입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환자들이 주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먼 데 있어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입지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입지?” (D)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

하였지만, 미용 클리닉과 같이 고정된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

스의 질적인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는 입지의 중요

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언급되었다. 입지는 의원 경영

의 형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입지에 따

라 요구하는 의료의 형태가 다르고, 경영의 형태도 다르기 때

문이었다. 미용 클리닉을 경영하고 있는 D 선생님이 '좋은 이

미지를 주는 입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면, E 선생님은 인터뷰

가 끝난 뒤에 입지에 맞는 진료형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였다.

 

 “여기 사람들은 5분 안에 진료를 끝내 줘야 돼. 안 그러면 

왜 이렇게 기다리냐고 화낸단다. 카리스마 있는 짧은 멘트와 

빠른 처방전이 이곳 병원이야.” (E)

 “이곳 사람들은 한 분이 진료 다 받고 나가는 데 5시간 이

상 걸릴 때도 많아요. 여긴 단골 위주로 철저히 customized 된 

진료가 이 병원의 컨셉이죠.” (D)

이와 같이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환자들을 유치

하여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입지

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학교병원과 가

까운 지역에서의 개원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2) 소신 지향적 발전 계획: 이는 개원을 할 때 참여자들이 

꿈꿔온 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자신이 선택

한 개원을 통해 의사로서의 자신에 만족하고, 이루고 싶은 의

원을 만들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한 성공 전략으로 나타났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행복하게 일하고 싶고 열심히 보고 

싶고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내고 싶은 거죠. 안식년도 갖

고, 1년 정도는 외국 나가서 공부할 수 있고, 나머지 의사들이 

서포트 해주고...” (A)

“자기 이미지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자기가 갖고있는 

돈이나 딱 자기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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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제는 의사들 사이의 특징이 있죠. 잘 안 뭉쳐지고,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려하고, 친한 사람끼리는 절대 하지 말고, 집

단개원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수

입 면에서 많이 줄죠. 요즘 같은 불경기는 보험이 주로, 비보험

을 사이드로 그게 우리 과에 가장 맞지 않을까...” (E)  

고찰

2007년 전문의 회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전문

의는 3,674명으로 9,385명인 내과, 4,949명인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에 이어 6번째로 많으며, 개원의 비율이 56%

로 이비인후과, 피부과에 이어 3번째로 개원율이 높다. 이에 

반해 개원 경영이나 개원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

태이다.8) 농촌 의사와 도시 의사의 직업 만족도나 일차 의료인

의 직업 만족도9)에 대해서 선행된 연구가 있었으나, 한 명의 

의사가 자신의 의원을 경영하기에 앞서 무엇을 고려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연구 참

여자로 선정된 5명의 가정의 사례가 서로 독립적이고 각 사례

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제시가 용이하였다. 질적 

연구는 실제 의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을 초

기 연구로 추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

의 경영 상황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경영 방침을 설계하는 데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일차 의료는 '개인 의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는 철저한 시장 경제 논리의 자유 경쟁 체제10)이

며, 각각의 의원은 독립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은 국가에 의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

어 실재 의료 시장과 관련 의료법은 서로 상반된 논리를 가지

고 있다. 한편,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개원 의사는 고유의 경영 

철학을 스스로 익혀야 하며, 각각의 의원의 상황에 맞는 효율

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의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에 의한 과잉 공급은 의원의 경영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향후에도 경영학적인 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1) 

연구 참여자들은 소규모 의원의 경영에 있어서 입지가 수

익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모두 답하였다. 의원

의 의료수익성 결정 요인12)에 대해서는 내원 환자 수, 수입구

조, 세금 구조 등에 대해서 연관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가 있었

지만,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원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된 적은 없었다. 반면, 병원 직원들의 직무 만족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기 개발 기회인 것으로 보고

된 자료가 있다.13)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터뷰에서도 개인시

간의 부족, 사회적 고립 등을 언급하고 있어 가정의들의 자기 

개발의 욕구도 의원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한

다.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되어 연구 참여자들이 현

재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도출

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의약 분업 이전에 개

원하신 선생님과 의약 분업 이후에 개원하신 선생님들이 느

끼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 만족도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이는 제도적 변화

의 역할과 함께 의사 수의 증가로 인한 가치하락도 작용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사 지위의 하락의 원인이 의약 분

업인지, 한국 사회의 의료화 과정에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기 

힘들다. 의약분업 이전 연구에서 가정의학 전문의의 직업 만

족에 있어서 개원의보다 교직의가, 수련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다.14) 개

원 시 고려해야할 경영학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불만족 및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으며, 이를 위

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지 또는 효율적인 경영 구조의 제시

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의 제시를 위해서 몇 가지 의의를 가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향후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고 있

는 의사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 주제 제시가 가

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개원의들의 자존감 확보와 일

차의료의 질적 유지를 위해서 연수강좌나 지역 개원의 모임

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일차 의료의

사의 직무 환경과 지역별 의원수의 균형을 위해서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올바른 의원 경영을 위한 경

영구조 제시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원 입지의 선정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입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재로 입지의 결정은 

모두 의사들의 주관적인 개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각 

의사들의 인생이란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독특한 판

단 과정을 거쳤다. 입지는 의원의 위치를 말하지만, 주변 의원

의 상황, 거주자 수, 유동인구, 주변 인구의 소득 수준, 심지어 

의사 개인의 통근 거리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입지의 선정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의원의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필요

한 사람만 컨설팅을 받는 시스템이며, 의원의 부도와 도산에 

대해서는 의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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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의원 개설의 전문가로부터 일차 진료 의원 입지에 선

정에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도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

인 고문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검증된 일반화 과정을 거쳐 객관

성 확보에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

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자의 주관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2인의 

분석자가 독립적으로 전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질적 연구 

전문 교수님들이 요소 추출 과정 감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객관성은 향후 연구 주제에 대한 제시와 좀 더 생

동감 있는 상황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의 한계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이 필자의 동문 주

소록을 활용했다는 점이 있다. 개원 의사들은 진료 시간에 공

백이 적고 면접 약속을 잡는 것이 힘들었다는 점 때문이기는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필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

은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 시에 불필요한 사견은 개입되지 않

았음을 밝힌다. 또한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개원으로 호평

을 받는 참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기 때문에, 개원의 

실패를 경험하였거나 본인의 개원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로 볼 때, 의사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원장이 스스

로 경영을 해야 하고, 의사로서의 책임감 및 소명의식들로 스

스로 의료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사회에서 멀어져 사회적 고립감

을 가질 수 있으며, 주변 의원과의 경쟁이나 이미지 관리 때문

에 적절한 휴가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의원

의 개업에 앞서, 입지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 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입지에 따라 진료의 형태, 의원의 개업 형

태도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로서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의사로서의 소명감에 귀를 기울이는 경영 형태와 외적인 성

공에 중점을 두는 경영 형태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본다. 각

각을 내재적 가치 지향형, 외재적 가치 지향형이라고 하였다. 

적절한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는 입지 최적화, 네트워크-연계 

경영, 특성화 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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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가정의들의 의원 경영에 관한 경험을 밝

히고 의원 개설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가정의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원

을 소유하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의 경쟁은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그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지고 있다. 의원의 성공적인 경영은 의사로서의 개

인적 소명 의식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과 관

련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성공적인 의원 경영에 관한 이해

는 매우 부족하다. 

방법: 의원의 운영 기간과 지역, 그리고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참여자로 여겨지는 5명의 가정의를 참여자로 선택

하였다.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모든 면접 내용은 녹음되고 전사되었으며, 전사된 자

료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질적내용 분석 결과 세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

째 범주는 ‘의사로서의 가치 지향 형태’로서 이 범주는 내재적 

가치 지향형과 외재적 가치 지향형으로 구분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운영의 어려움’으로서 이 범주에는 ‘여가시간의 부족’, 

‘사회적 고립’, 그리고 ‘소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포함되었

다. 세 번째 범주는 ‘바람직한 운영 전략’으로서, 이 범주에는 4

가지 하위 범주, 즉 입지의 중요성, 소신 지향적 발전 계획, 서

비스의 특성화, 그리고 의원-병원 연계 활성화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가정의의 가치 유형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의

원 경영의 어려움과 바람직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앞으로 의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경영을 위한 기초 자

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가정의; 개원의; 질적 연구; 의원 경영; 의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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