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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정보기술 시대를 잇는 성장 동력으로 보건의

료기술(healthcare technology, H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

미래의 환경변화로 인해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는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예상된다[2]. 저출산 고령화, 생명과학

기술의 발단, 신종 질병 및 전염병의 증가는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질

적 및 양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건의료기술 개발 체제로

는 미래 정책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2]. 미래 

우리 사회는 보건의료산업(healthcare industry, HI)의 성장 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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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고도화, 늘어나는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2].

미래의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해답이 바로 연구중심

병원(research-driven hospital)이다. 병원이 우수 인력과 연구자원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병원 임상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생산성 저하, 산업화 병목(valley of death) 등

을 초래하여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중개임상연구이

다[3]. 정부에서는 풍부한 임상자원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병원이 보건

의료기술의 혁신 주체가 되어 보건의료기술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구

축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이끌기 위해 연구

중심병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1,4].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6.41.4.428&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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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중개연구선도센터 및 미

국의 임상중개연구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중심의 

자생적 컨소시엄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은 공공의료서비스체계 하에

서 병원 및 의과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

는 6개의 중개연구선도센터가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의료기술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주도하는 대표 병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병원 · 연구소 · 기업이 산 · 학 · 연 · 병 컨소시엄을 이루고 활발히 

중개임상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2,5,6].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 8월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토대로, 

2013년 4월에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역량

이 구비된 것으로 평가된 10개 의료기관1)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

여 육성해 왔다[1].

10개 연구중심병원은 지정 이후 ‘15년 까지 약 3년 동안에 걸쳐 병원 

자체적인 노력으로 병원 내부의 연구역량 결집과 연구메커니즘 형성

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산 · 학 · 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투자 확대, 연구인력 확보, 독립적인 연구 거버넌스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선진국보다 늦게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빠른 시

간에 보건의료기술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

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성공요소가 무엇인

지, 그리고 핵심성공요소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연구 목적

연구중심병원이 당초 지향하는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10개 연구중심병원이 선진국 수준의 연구

중심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병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사업 1기를 지나온 10개 연구중심병원

이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 영향 요인이 무

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개념을 살

펴보고, 연구중심병원이 개방형 보건의료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역량을 제시하고, 연구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2013년 4월, 10개 연구중심병원이 지정된 이후 3년 동안 많은 변화

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1,7]. 연구중심병원은 연구 거버

넌스의 독립성, 중개연구와 임상연구를 담당할 연구인력, 중개연구와 

임상연구 인프라, 연구비 투자가 핵심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1]. 실제

로 연구중심병원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각 병원별로 중개임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확보, 연구인력 확보, 연구비 확충, 

연구 거버넌스 체계 및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

였다[1,7].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중심병원의 주요 요소를 

그룹핑하여 크게 세 개의 핵심성공요소(critical success factors, CSF)로 

구분하였다. 중개임상연구 시설과 환자군을 포함한 연구 인프라를 ‘연

구기반(research infrastructure)’으로, 중개임상연구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를 ‘연구역량(research capability)’으로, 연구 거버넌스, 조

직문화 등을 ‘연구수행체계(research management system)’로 정의하였

다. 이를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이 중에서 연구기반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등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연구수행체계는 각 병원이 연구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부의 변화 등 정

성적 요소를 측정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연구기반

과 연구수행체계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 연구역량을 주된 연

구분야로 설정하였다(Figure 1의 점선영역). 

연구역량을 구성하는 연구인력(research manpower)과 연구비(re-

search expense)는 연구중심병원의 정량적 요소를 대변하는 핵심변수

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연구인력과 연구비의 중요성은 충분히 언급되

었다[8,9]. 이 연구는 연구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변수로 연구인력과 연

1) 가천의대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Figure 1. Critical success factor of research-drive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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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를 사용하였다.

연구인력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 안내 자료에 의하면 연구참여

임상의사2), 연구전담의사3), 선임급 연구원4)으로 정의 된다[4]. 연구인

력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연구중

심병원의 연구를 주도할 주체이다[1]. 실제로 10개 연구중심병원은 지

난 3년간 연구인력이 13%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7]. 그렇다면 연구중

심병원의 핵심요소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연구중심

병원이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연구중심

병원 진입을 희망하는 후발 병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인력 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연구비, 의료수익, 

의사 수, 환자 수를 선정하였다. 연구비와 의료수익 기반이 탄탄해야 

연구인력을 새로이 충원하거나 전환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연구참여임상의사와 연구전담의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개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

한 환자가 있어야 연구인력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

구인력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Figure 2와 같다. 이 연구

에서는 연구인력을 구분하여 각 연구인력 유형별 미치는 영향요인을 

별도 분석하였다. 다만, 병원의 규모에서 오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

료수익, 의사 수, 환자 수는 병상 수로 나눈 값을 반영하였다. 현재 10

개 연구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 8개, 종합병원 2개 등 의료기관 종

별 표본이 부족하여 아직 병원 규모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추후에 다수의 연구중심병원이 새로이 지정된다면 병원 규모별 차이

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역량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연구비이다. 연구비는 크게 

외부연구비와 자체연구비로 나누어진다. 자체연구비는 병원 내부에서 

투자한 연구비를 말하며, 외부연구비는 각 병원이 수주한 국가연구개

발사업연구비 등을 포함한 외부에서 조달한 연구비의 총합이다[4]. 10

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비 구성을 살펴보면, 외부연구비가 87%, 자체

연구비는 13% 정도(‛14년)에 그치는 상황이다. 다만 자체연구비는 연구

중심병원 지정 당시(‛12년, 4.5%) 보다는 많이 증가하였다[1]. 그만큼 각 

병원이 자체연구비 조달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 안내 자료에 의하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 평가하는데 있어

서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이 중요한 지표로 반영되어 있다[4]. 의

료수익 대비 연구비 투자비율은 지정 당시(‘12년, 9.1%) 보다 소폭 상승

하여 9.6% (‛14년)를 나타냈다[1]. 이 연구에서는 연구비를 외부연구비

와 내부연구비로 나누어 의료수익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Figure 3).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3년 4월에 정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10

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는 10개 연구중심병원이 1주기(2013-

2015년)에 해당하는 3년 동안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이 연구중심병원 진입을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7]. 

현재,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은 10개에 불과하기에 표본 수가 충분

치 못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중심병원이 추가 지정되고, 연구중심

병원에 진입하려는 여러 병원의 노력이 체계화된다면 보다 많은 표본

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

구에서는 10개 연구중심병원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

규분포에 대한 검정을 거쳐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0개 연구중심병원이 3년 동안 이루어 낸 성과와 변

화를 바탕으로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성공요소 중 하나가 연구역량이

며, 이 연구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변수로 연구인력과 연구비를 선정하

였다. 그리고 연구설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인력과 연구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10개 연구중심병원 각각의 연구

인력 수, 연구비, 의료수익, 의사 수, 환자 수, 병상 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병원의 데이터는 10개 연구중심병원이 2주기(2016-

2015년)에 접어들면서 재지정평가를 받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연구참여임상의사는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있는 자를 말함.

3) 연구전담의사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있고,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를 말함.

4)  선임급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수행하며, 연구 및 관련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함.

Figure 2. Influence factors to research manpower.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total research expense and medical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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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Table 1).

10개 연구중심병원의 병상 수는 평균 1,502.60병상, 환자 수는 평균 

1,971,671.00명이며, 병상 당 환자 수는 평균 1,309.03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는 평균 504.80명이고, 병상 당 의사 수는 평균 0.33명으로 나

타났다. 연구인력 수는 평균 263.30명이었는데,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가 평균 164.5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임급연구원 수가 

평균 81.40명, 연구전담의사 수가 평균 17.40명으로 나타났다. 10개 연

구중심병원의 의료수익은 평균 627,408.46백만 원이고, 병상 당 의료수

익은 평균 384.1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비는 평균 63,249.88백

만 원이었으며, 그 중에 자체연구비는 평균 7.393.21백만 원, 외부연구

비는 평균 55,858.6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구인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인력 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총 연구비, 병상 당 연 환자 수, 병상 당 의료수익, 그리고 

병상 당 의사 수를 독립변수 군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변수선택방법은 입력변수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모형 기본 가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에 

대한 검정 결과, Kolmogorow-Sminov 통계량이 0.18이며, 이에 대한 p

값이 0.2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정규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등분산성에 대한 검정 결과는 값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져있

는 모양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등분산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성에 대한 검정 결과, Durbin-Watson값이 2.68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독립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1-4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1-3사이 값을 가지면 독립성이 만족된

에 제출한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먼저, 10개 연구중심병원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량

을 분석하여 각 변수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중심병원의 연구역량을 나타내는 첫 번째 도구변수인 연구인력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인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인력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하고, 연구비, 환자 수, 의

료수익, 의사 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

(homogeneity of variance), 독립성(independence), 다중 공선성(multi-

collinearity) 등을 검정하였다. 또한 연구인력은 연구참여임상의사, 연

구전담의사, 선임급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셋째, 연

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을 나타내는 두 번째 도구변수인 연구비에 미

치는 영향요인 확인을 위해 연구비와 의료수익 간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수익이 연구중심병원의 연

구비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먼저 본 연구의 주요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beds, patient, medical doctor, research manpower, medical revenue, and research expense 

Variables Min Max Mean SD

Beds 848.0 2,704.0 1,502.60 647.96
Patients 1,077,409.0 3,669,892.0 1,971,671.00 908,026.57
Patient per beds 1,130.4 1,598.9 1,309.03 158.27
Medical doctor 246.0 906.0 504.80 276.30
Medical doctor per beds 0.2 0.5 0.33 0.08
Research manpower 109.0 552.0 263.30 155.25
Research clinician 64.0 351.0 164.50 100.97
Research doctor 9.0 40.0 17.40 10.44
Principle researcher 34.0 170.0 81.40 47.32
Medical revenue 264,535.0 1,412,457.6 627,408.46 417,062.14
Medical revenue per beds 273.9 522.4 384.13 100.72
Total research expense 22,172.0 121,135.0 63,249.88 37,069.63
Internal research expense 2,105.0 25,390.0 7,393.21 7,057.07
External research expense 15,907.0 115,539.0 55,856.67 33,882.71

Measure: bed, person, million wo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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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본 회귀모형의 다중 공선성에 대한 검정 결과, 모든 독립변

수에서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OL)가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다

중 공선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은 F =50.79, p< 0.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수정된 R2(Adjusted R2)

이 0.96의 값을 가져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총 연구비, 병상 당 연 환자 수, 병상 

당 의료수익, 병상 당 의사 수 중에서 총 연구비가 t값 4.94, p값 0.004로 

유의수준 0.01에서 종속변수인 연구 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준화 β계수로 핵심연구인력 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계

수값이 0.96으로 나타나 총 연구비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구중심병원이 개방형 보건의료기술 혁신플랫폼의 연구역

량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총 연구비

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은 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선임급

연구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4].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인력을 연

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선입급연구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구인력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가 분석하였다(Table 3).

첫째, 연구참여임상의사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총 연구비, 병상 당 

연 환자 수, 병상 당 의료수익, 그리고 병상 당 의사 수를 독립변수 군

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 연구비, 병상 당 

연 환자 수, 병상 당 의료수익, 병상 당 의사 수 중 총 연구비가 t값 5.84, 

p값 0.002로 유의수준 0.01에서 연구참여임상의사 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계수로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총 연구비가 0.87로 나타나 총 연구비가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전담의사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총 연구비, 병상 당 연 환

자 수, 병상 당 의료수익, 그리고 병상 당 의사 수를 독립변수 군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전담의사 수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립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임급연구원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총 연구비, 병상 당 연 환

자 수, 병상 당 의료수익, 그리고 병상 당 의사 수를 독립변수 군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 연구비가 t값 3.38, p값 

0.02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선임급연구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계수로 선임급연구원 수에 미치는 영

향력을 보면, 계수 값이 1.10으로 나타나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구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비와 의료수

익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에 있어서 조

달 및 투자할 수 있는 연구비는 중요한 요소인데, 연구비가 해당 병원

의 의료수익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제1기 연구중심병원을 대상으

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상관분석을 하기에 앞서 일표본 Kolmogorov-Smirnov 검정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의료수익 경우 Kol-

mogorov-Smirnov Z값 0.92, p값 0.363, 병상 당 의료수익 경우 Kol-

mogorov-Smirnov Z값 0.79, p값 0.554, 총 연구비 경우 Kolmogorov-

Smirnov Z값 0.91, p값 0.377, 자체연구비 경우 Kolmogorov-Smirnov Z

값 0.98, p값 0.292, 그리고 외부연구비 경우 Kolmogorov-Smirnov Z값 

0.85, p값 0.460으로 나타나 상관분석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정규분

포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의료수익과 총 연구비, 자체연구비, 그리고 외부연구비 간에 상관분

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자체연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Table 2.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to research manpower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p)
Multicollinearity

TOL VIF

Model (Constant) -113.04 -1.21 (0.280)
Total research expense 0.00 0.96 4.94*** (0.004) 0.13 7.87
Patient per beds 0.08 0.09 1.01 (0.360) 0.65 1.54
Medical revenue per beds -0.06 -0.04 -0.20 (0.846) 0.13 7.77
Medical doctor per beds 104.27 0.05 0.51 (0.631) 0.43 2.32

Durbin-Watson 2.68
Kolmogorow-Sminov (p) 0.18 (0.200)
Adjusted R2 0.96
F (p) 50.79*** (<0.001)

TOL, tolerance limit;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p<0.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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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료수익과 총 연구비의 상관계

수(r)가 0.89, 의료수익과 외부연구비의 상관계수가 0.87로 강한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의료수익과 자체연구비의 상관관계는 p값이 0.138로 나타나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추가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른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

보고자 병상당 의료수익과 총 연구비, 자체연구비, 그리고 외부연구비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역시 유의수준 0.01

Table 3.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to research clinician, research doctor, and principal researcher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p)

Multicollinearity

TOL VIF

Research clinician (Constant) -101.42 -2.18* (0.081)
Total research expense 0.00 0.87 5.84*** (0.002) 0.13 7.87
Patient per beds 0.05 0.08 1.16 (0.299) 0.65 1.54
Medical revenue per beds 0.03 0.03 0.21 (0.840) 0.13 7.77
Medical dortor per beds 123.43 0.10 1.13 (0.278) 0.43 2.32
Durbin-Watson=2.48, Kolmogorow-Sminov (p)=0.16 (0.200)
Adjusted R2 =0.97, F (p)=87.56*** (<0.001)

Research doctor (Constant) -11.64 -0.51 (0.629)
Total research expense 0.00 0.87 1.24 (0.269) 0.13 7.87
Patient per beds 0.02 0.33 1.08 (0.330) 0.65 1.54
Medical revenue per beds 0.01 0.13 0.19 (0.858) 0.13 7.77
Medical dortor per beds -63.22 -0.49 -1.28 (0.257) 0.43 2.32
Durbin-Watson=2.92, Kolmogorow-Sminov (p)=0.20 (0.200)
Adjusted R2 =0.44, F (p)=2.75 (0.149)

Principal researcher (Constant) 0.02 0.00 (1.000)
Total research expense 0.00 1.10 3.38** (0.020) 0.13 7.87
Patient per beds 0.01 0.05 0.33 (0.755) 0.65 1.54
Medical revenue per beds -0.11 -0.23 -0.70 (0.518) 0.13 7.77
Medical dortor per beds 44.06 0.07 0.42 (0.690) 0.43 2.32
Durbin-Watson=2.49, Kolmogorow-Sminov (p)=0.19 (0.200)
Adjusted R2 =0.88, F (p)=17.20*** (0.004)

TOL, tolerance limit;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p<0.10, **p<0.05, ***p<0.01.

Table 4.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edical revenue and research expense

Variables
Medical revenue Total research expense Internal research expense

 r (p)  r (p)  r (p)

Medical revenue
Total research expense 0.89*** (<0.001)
Internal research expense 0.50 (0.138) 0.53 (0.117)
External research expense 0.87*** (0.001) 0.98*** (<0.001) 0.37 (0.294)

*p<0.10, **p<0.05, ***p<0.01.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edical revenue (per beds) and research expense

Variables
Medical revenue Total research expense Internal research expense

 r (p)  r (p)  r (p)

Medical revenue per beds
Total research expense 0.92*** (<0.001)
Internal research expense 0.46 (0.177) 0.53 (0.117)
External research expense 0.91*** (<0.001) 0.98*** (<0.001) 0.37 (0.294)

*p<0.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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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체연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병상 당 의료수익과 총 연구비의 상관계수가 0.92, 병상 당 

의료수익과 외부연구비의 상관계수가 0.91로 나타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병상 당 

의료수익과 자체연구비의 상관계수는 p값이 0.177로 나타나 유의한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10개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에 정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이후, 연구역량을 끌어 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

았다[7]. 이 연구에서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은 연구비임을 확인하였다. 의료수익, 의사 수, 환자 수는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외

부연구비와 병원 자체 내부연구비로 구성되는데,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외부연구비 비율은 87%를 넘는다[1].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외

부연구비를 조달하면서 동 사업에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인력을 확보하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만큼 정부 research and development 

(R&D)에 의존하는 연구역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의 연구중심병원으로 회자되고 있는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의 경

우에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정부연구비는 42%에 

불과하다. 자체연구비가 43%, 기타 외부에서 조달하는 연구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10].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의 연구비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화되고, 자체연구비 비율이 올라간다면 각 병원이 연구인력을 확

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용이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비는 의료수익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연구비 중에서 의료수익에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했던 자체연구비는 의료수익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외부연구비만 의료수익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자체연구비 비율이 13%

에 불과한 점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아쉬운 점이다[1]. 정부는 연

구중심병원을 평가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을 주

요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4].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역량을 구축해 감

에 있어서 연구비 조달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R&D가 대부분

을 차지하는 외부연구비에만 의존한 연구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와 귀결되기 때문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

라도 정부 R&D 외에 자체연구비, 기타 외부연구비 창출이 중요하다

[10]. 선진 연구중심병원의 연구비 예산구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

간영역에서 조달하는 외부연구비 확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

한 연구수입을 자체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에서 조달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제약기업, 의료기기기업, 벤처캐

피털, 민간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산 · 학 · 연 공동연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개방형 보건의료기술 혁신연구 리더십을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은 이제 갓 3년을 넘겼다. 10개 연구중심병

원의 3년간 노력으로 연구중심병원이 지향하는 개방형 보건의료기술 

혁신플랫폼의 핵심요인을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난 3년

간 목표는 제1기(2013-2015년) 연구중심병원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시

스템 구축이었다[1,4,7].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핵심성

공요인은 연구인력, 연구비, 의료수익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

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제2기(2016-2018년) 정책목표인 기술사업화

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낸다면, 그리고 다수의 연구중심병원이 추가로 

진입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연구중심병원이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

입한다면 핵심성공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 내 연

구 거버넌스 정착, 사업화 성과 창출, 자체연구비 확충, 산 · 학 · 연 · 병 혁

신네트워크 활성화 등 여러 변화가 생길 것이다. 향후에는 이 연구에서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성공요인으로 제시했던 연구기반, 연구역량, 연구

수행체계를 잇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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