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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spital school is an organization designed to encourage long-term health-impaired students to 

receive treatment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re are 33 hospital schools in Korea. However, the 

management of hospital schools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amount of resources and support they 

possess, and especially the lack of manpower and quality improvement of education programs were found 

to be the biggest problem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case of Hospital School in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YUH), which successfully overcame internal resource limitations while solving existing hospital 

schools through networking and open innovation with extern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rough 

cooperation with students of Herewego, volunteering club in Yeungnam University business school(YUBS), 

we increased the social interest of hospital school by creating a special program with financial support 

of Daegu city. They created customized education service programs for hospital schools that reflect their 

major-business management. The cooperativ e case of YUH’s Hospital School and YUBS’s Volunteering 

Club of Herewego showed that the cooperation is not only about volunteering service but also the open 

innovation, introduced as a platform to expand the company's source of product development. We think 

that this is a case of value creation through exchange of knowledge. It could have many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of  hospital school.

Keywords: Knowledge sharing, Chaebols, Internationalization, Business group’s knowledge, Financi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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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강장애아동은 심장장애∙신장장애∙백혈병∙소아암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선정된 아동을 

말한다(조선일보 2011.4.19).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

템은 이와 같은 건강장애아동들을 위해 병원 내에 학

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설치된 특수 교육

시설을 의미한다(교육부 홈페이지). 2017년 현재 전국

에서 33개의 병원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서

울, 전북지역의 11개는 교육청과의 협약을 토대로 교육

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병원 자체운영 체제

이고, 나머지 22개 병원학교는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파견학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

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교육부 2017).

건강장애아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아암

의 경우, 1930년대 1~3%에 불과했던 완치율이 오늘날

에는 70~80%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며, 

주요 소아암(14세 이하)의 5년 이상 생존율이 72.1%로 

연장되었다(박경옥·오원석 2012). 그만큼 건강장애아

동이 치료 뿐만 아니라 학업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병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학교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

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른바 ‘빅5’라 불

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

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원학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실습대학생은 한 병원학교당 69명인데 반

해, 지방의 경우 보조원∙인턴교사∙순회교사∙자원봉사

자들을 모두 합쳐도 평균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조선일보 2011. 4. 19). 실제로 2011년에 조선일

보 더나은미래(http://futurechosun.com/ achives/

author/3)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원학교의 가

장 시급한 과제는 운영의 체계화 및 인력보강인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병원학교에서는 전담 교사가 1

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교사 혼자 수업준비 및 

진행, 부모님 상담, 행정 업무, 각종 행사 진행을 도맡

다 보니 업무 강도와 집중도가 지나지체 많다. 아울러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 그리고 건강장애아동의 체력 정

도 등의 편차가 크다 보니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과 진

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병원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 뿐인데, 핵심적인 

제약은 운영체계 확립, 인력확충, 그리고 이 둘을 실질

<표 1> 병원학교 현황

학교 수
월 평균
학생 수

교사 및
담당자 수

병 원 명

교육청 소속 병원학교
(22개)

교육청과 병원간 협약 및 

병원자체 운영 병원학교
(11개)

33 770 44

부산대병원학교, 동아대병원학교,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인제

대해운대백병원학교, 영남대의료원병원학교, 대동병원학교, 경

북대병원학교, 인하대학교병원학교, 충남대학교병원학교, 울산

대학교병원학교, 국립암센터, 강원대학교병원학교, 강릉아산병

원학교, 충북대병원학교, 국립공주병원학교, 단국대학교병원학

교, 느티나무병원학교, 여미사랑병원학교, 경상대병원학교, 양산

부산대병원학교, 국립부곡병원학교, 제주대학교병원학교

국립정신건강센터, 삼성서

울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암병원, 

원자력병원, 한양대병원, 

고대구로병원, 한누리병원

학교

자료 : 교육부(2017) p28



135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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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네트워킹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교의료원 병원학교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육기부봉사 사업단 ‘희열위고’의 협업사례를 중심으로

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확보이다(김은주 2013; 

김정연 등 2014; 이미숙 2015). 병원학교의 문제를 풀

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병원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곳과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는 주체,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모두 다른 다자간 운영구조로 

인한 복잡성 때문이다(박경옥·오원석 2012).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병원학교 운영의 일반

적인 문제를 겪고 있던 영남대학교병원 병원학교(이하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가 외부조직인 영남대학교 경

영대학 교육봉사기부 사업단 ‘희열위고’(이하 희열위고)

와의 협업을 통하여 병원학교 프로그램 확충 및 특화 

프로그램 실시, 소아암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진

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실시, 경영대학 전공 특성을 반영

한 병원학교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병원학교의 인력확충 효과와 프로그램 다양화는 

물론 대구시와의 3자 연합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 

확장효과를 거둔 것을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병원학교를 거쳐간 다

수의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영남대 경영대학 소속의 희

열위고 학생들은 그 동안 병원학교 관계자들이 생각하

지 못했던 병원학교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

를 병원학교에 접목시킴으로써 1차적으로 병원학교 특

수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병원학교 학생들인 건

강장애아동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더 

나아가 건강장애아동의 보호자들의 병원학교 만족도

와 신뢰도 증진에도 기여했으며, 대구시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소아암 환우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성

과도 거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과 노력이 소

비자의 아이디어를 기업 제품개발에 반영한 개방형 혁

신(Chesbrough 2003)의 플랫폼 역할과 유사하다는 

생각에 착안하여 병원학교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

는 대안을 영남대학교병원 병원학교와 희열위고의 개

방형 혁신적 협업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병원학교 관련 선행 연구 및 병원학교의 

문제점

병원학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병원학교 교

사와 관련된 연구(박경옥·오원석 2012; 이미숙 2015)

와 지원체계와 관련된 연구(김은주 2013; 김정연 등 

2014)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학교 교사와 관련하여 박경옥과 오원석(2012)의 

연구는 병원학교에 파견된 특수교사들의 관점에서 병

원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병원학교 교사의 업무부담과중

과 교사자원의 부족문제를 병원학교 운영의 핵심문제

로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병원학교 관계 

기관의 지원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이미숙(2015)의 연구에서는 중부지역 소재 대형병원 

병원학교에 파견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4인에 대한 심

층인터뷰를 통하여 병원학교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뷰

를 진행한 4명의 특수교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병원

학교의 핵심 문제점은 병원학교 관계기관의 명확한 지

원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호한 ‘자율성’을 강조한

다는 점이었다. 즉, 체계화된 특수학교 교육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병원학

교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오롯이 ‘특수교사 1

인의 몫’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자유재량이 많은 긍정적 자율성이 아닌 무슨 

문제이든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자율성으로 

인해 특수교사에 부담이 집중되며, 이러한 장애 요인

으로 인하여 병원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표준

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  

김은주(2013)는 병원학교 운영 지원체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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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

파이 기법을 통하여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체계와 관

련된 인적자원 관리 체계화 및 전문가 간 협력 촉진 15

개, 가족지원 체계 구축 7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21개, 병원학교의 행×재정적 운영체계의 효율화 10개, 

교육 환경 구성 8개 등 총 5개 범주 61개 항목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병원학교 관련연구 중 종합적인 지

원체계를 구성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해당 지

원체계를 전문가 집단과 병원학교 학부모 집단을 대상

으로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문가 집단과 

학부모 집단 모두 제시된 5개 범주의 중요성을 인정하

였다고 한다. 

한편, 병원학교의 온라인 교육도구인 화상강의 시스

템 교육에 대한 건강장애학생 및 학부의 인식과 지원 

요구에 대한 연구(김정연 등 2014)에서는 화상강의 시

스템의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병원학교 운영의 전반적

인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도 함께 조사하였

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병원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

이 병원학교 보다는 건강을 회복하여 조속히 일반학교

로 복귀하여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병

원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으

나, 교과수업의 강화 및 과목별 전문교사 수업 등 병원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학교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병원학교의 태생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

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적 대안 제시가 미비하다. 병원학교의 핵심 문제는 인

력과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인데 병원학교 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병원

학교 사용자라 할 수 있는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 등

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병원학교의 

핵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제시가 미비하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병원학교 문제 해결의 범위를 병

원학교 관련당사자로 한정시키고 있다. 병원학교 관련

당사자는 크게 전반적인 제도 및 교사파견, 특수학급 

운영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병원학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장애학생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으

로 대별될 수 있다. 병원학교 문제 해결을 오로지 관련

당사자로만 한정시킨다면 결국, 교육부와 병원의 획기

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셋

째, 선행연구에서는 병원학교 지원의 명확화 및 구체화

를 주장하면서 그 어느 연구에서도 실질적인 예산, 즉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 드러

나진 않았지만, 병원학교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혁신하

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자원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3. 이론적 배경

3.1 개방형 혁신

Henry W. Chesbrough (2003)는 기업의 연구개발, 

상업화의 이르는 혁신과정에서 외부자원을 끌어들임

으로써 혁신비용을 절감하고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 지칭하였고, 이러

한 개방형 혁신은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개방의 3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개방형 혁신은 외

부의 지식이나 기술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내향형 활

동과 기업 내부의 지식이나 기술을 외부로 분사하거나 

라이센싱, 위탁, 외주를 주는 외향향으로 분류할 수 있

고, 개방형 혁신의 성과는 제품, 공정, 기술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다(안치수·이영덕 2009).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한 개방형 혁신의 성과와 관련된 실증연구(권

영관 2010)에서는 개방형 혁신으로 인한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축적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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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개방형 혁신을 위해 외부 혁신 주체들과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지식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체적인 연구개발 노력

과 개방형 혁신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양지연·노태우 2015), 이는 아마 한정된 

자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한편, 기존 개방형 혁신 관련 연구는 대부분 영리조

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개방형 혁신으로 인

한 성과를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으로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 모델로 여겨져 왔으며, 기업 대상의 연

구 중 금전적 혜택 외의 다양한 보상을 활용하는 개방

형 혁신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3.2 비영리조직에서의 개방형 혁신

영리조직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개방형 혁신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영

역으로 개방형 혁신을 확장시킨 연구는 Holmes와 

Smart(2009)가 대표적이다. 해당연구에서 영국의 유

통기업, 에너지기업, 통신기업, 전문기술기업, 방송사, 게

임기업, 은행이 각각 비영리단체와 공식적/비공식적 협

약을 맺은 사례를 조사하여 공식적인 협약사례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대상을 협약

을 맺은 외부 비영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탐색하고 실제적인 공헌으로 연결시켰으며, 비공식적 

협약의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탐색과 외

연확장의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Holmes

와 Smart(2009)의 연구를 통하여 개방형 혁신의 적용

대상이 확장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기존 영리조

직의 이윤추구를 위한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로 여겨져 

왔던 개방형 혁신이 비영리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

적 가치 증진과 창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것

이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이론을 바탕

으로 병원학교의 외부 네트워크 확장과 기존 문제 해

결,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증진 사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4. 영남대학교의료원 병원학교와 영남대

학교 경영대학 교육기부봉사 사업단 ‘희열위

고’의 협업 사례 분석

4.1 협업의 배경

영남의료원병원학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병원학교이다. 2005년 설립되었으며, 2006

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운영경비와 교사파견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설립당시에는 월간 약 30여명의 

학생이 병원 학교를 이용하였으며, 유치원연령대의 아

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고 있었다. 파견교사는 대구

남양학교 특수교사 1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파견

되었으며, 비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2명

이 함께 활동하였다. 

지방 사립병원의 특성상 중증 환자의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통해 해마다 환자수가 줄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교사 및 자원봉사 지원 인력도 줄어들었으며, 인

력을 감소에 따라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되

고, 이에 따라 병원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도와 만족도도 낮아지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병원학교라는 조직은 병원의 조직이 아

닌 교육청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투자를 해서 

병원의 수익이 나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학교 및 건강장애환아들의 지원을 고민하던 중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육봉사동아리인 “희열위고”

가 대구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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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

게 되었고, 당시 특수교사 1인이 병원학교의 모든 문제

를 해결해나가면서 짊어지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으

면서,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되어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형 개방형 혁신 사례가 

되었다.

4.2 경과

(1) 대구시 예산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한 소아청소년

과 환자 대상 교육봉사

2017년 상반기 대구시가 공모한 ‘주민연합형 대학육

성 사업’에 희열위고가 ‘영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환자 대상 1:1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응모하여 770만원

의 사업비를 수주하였다.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

터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장인 소아청소년과 이재민 

교수를 비롯한 병원학교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

하여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으

로 담아냈다. 구체적으로 희열위고와 영남대의료원 병

원학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협업진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기간 동안 총 4회

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병원학교를 이용하는 건강장애아동들의 연령과 학

령이 다양하고, 개인적인 체력과 몰입도 등에서도 편

차가 심하여 본 프로그램은 ‘1:1 교육봉사’를 기본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교과목 교

육, 예체능 교육, 그리고 주제별 특강의 3가지 세부 사

업을 구상하여 운영하였다.

병원학교의 학생인 건강장애아동들을 취학전, 초등

학교, 중학교 과정의 3가지 과정으로 구분한 뒤 커리큘

럼을 구성하고 실제 교육은 개별 맞춤지도를 실시하였

다. 실제로 총28회, 56시간(주2회, 매회 2시간씩)의 정

규수업을 실시하였고, 회차당 최소 3인 이상의 학생들

이 출석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건강장애아동들의 감

성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을 만

들어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 역시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의 3가지 과정별로 미술, 체육, 음악 영역의 다

양한 활동들을 구성하여 개별교육하였다. 세 번째 프

<그림 1>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와 희열위고의 운영협의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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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인 주제별 특강은 일종의 비교과활동인데 건강

장애아동들의 오랜 투병생활에 활기를 더해 줄 수 있

는 특강을 총6회, 10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지금까지 언급한 3가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대구시 지원을 받은 희열위고의 영남대의료원 병원

학교 1:1 교육봉사는 2017년 5월부터 시작되어 12월에 

모두 마무리 되었다. 기존 병원학교 운영상 애로점으로 

지적된 인력부족과 교육콘텐츠 획일화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외부 예산까지 확보함으로써 병원학교 운영 내

실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2) 경영학 전공지식을 활용한 경제교실 운영

영남대학교의료원 병원학교와 희열위고의 협업은 

2018년에도 계속되었다. 2017년과는 달리 외부 예산 

지원 없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였는데, 내용면

에서 희열위고 학생들의 전공인 경영학의 특성을 살려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실’을 만들

어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7월에 희열위고 소

속 10명의 학생들이 모여 경제교실 프로그램 준비에 

<그림 2> 희열위고의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 1:1 교육봉사 세부사업 내용
   

주요 교과목 수업 예체능 교육 주제별 특강

<그림 3> 희열위고의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 1:1 교육봉사 실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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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했으며, 2017년과 마찬가지로 영남대학교의료원 

병원학교 측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용 및 일정을 조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제교실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1회차에 물물교

환과 화폐발달,  2회차 소비와 저축, 3회차 시장을 주제

로 병원학교 수업을 진행하였다. 8월 6일 1회차 수업에

서는 영상을 통해  화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학

습하고 화폐의 종류와 탄생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한 실습활동으로 지폐 속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을 해보

았으며, ‘나만의 지폐 만들기’를 통해 화폐에 대한 관심

과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실제 활동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

8월8일 2회차 수업에서는 ‘소비와 저축’을 주제로 수

업을 하였고,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에서

는 소비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병원학교 학

생들로 하여금 소비에 대한 친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부교재를 통해 학생들 스

스로 소비했던 경험을 살려 수업에 접목시키도록 했으

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기회비용은 예를 들어 최대

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2부에서는 소비의 반

대 개념인 저축에 대해 학습하며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나만의 지폐 만들기 지폐 속 숨은 그림 찾기

<그림 4> 2018 경제교실 1회차 수업 활동 (물물교환과 화폐의 발달)

포켓 머니 게임 용돈기입장 쓰기

<그림 5> 2018 경제교실 2회차 수업 활동 (소비와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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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저축보

다는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용돈기입

장을 쓰는 방법을 실습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였고 실

질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8월 10일 마지막 시간에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시장

의 유래와 발달, 기능과 종류에 대해 학습하고, 병원학

교 학생들이 이전 수업시간 동안 모은 엽전(화폐)으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 그 동안 배웠던 내

용을 놀이형태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어린이 경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3번의 수업 전

체를 복습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림 6>

4.3 성과분석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영남대의료원 병

원학교와 희열위고 간의 협업은 병원학교와 외부 기관

의 모범적 협력사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혁신의 3요소인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킹, 개방(Ches-

brough 2003)을 두루 갖춰서 개방형 혁신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용시킨 경우라 볼 수 있다. 영남대의료

원 병원학교와 희열위고 간의 협업이 가지는 사회적 가

치 증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첫째, 병원학교와 교육기부봉사단체의 양자 협력을 

넘어 제3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예산을 수주하여 

병원학교 운영내실화에 보탬이 되었다. 선행연구의 한

계에 대해 지적한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문헌에서

는 병원학교 운영인력이나 체계에 대한 문제를 주로 제

기했을 뿐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

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체예

산이 아닌 제3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충당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

작으로 해서 향후 지자체나 지역의 여러 후원 기관과 

병원학교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병원학교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당사자인 교육

청이나 병원의 범주 내에서 해결하려는 고정관념을 탈

피하고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병원학교 인력의 부담을 덜

고 여러 한계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건강장애아

동들의 교육 참여를 높이고 병원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실제로 2017년 실시된 

1:1 교육봉사의 만족도가 높아서 영남대의료원 병원학

교의 요청으로 2018년 후속사업인 경제교실이 기획운

영되었다. 만성적인 업무과다와 교육수용인원의 한계, 

시장 놀이 경제교육 애니메이션 시청

<그림 6> 2018 경제교실 3회차 수업 활동 (시장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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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상 제약 등의 기존 병원학교 운영상의 악

순환의 고리를 개방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

다는 측면에서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와 희열위고의 

협업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와 희열위고의 양자 협

력을 넘어 2017년도 사업예산을 지원했던 대구시를 비

롯 일반대중들의 병원학교 및 소아암 환우들의 실정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7년 대구시 예산

지원 사업의 마무리 행사로 11월에 희열위고 학생들이 

병원학교 예체능 수업을 통해 소아암 환아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림 8>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영남대의료

<그림 7>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희열위고의 사회적 가치 개방형 혁신 모델

<그림 8> 소아암 환아 인식 전환 전시회 ‘선물 같은 하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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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병원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병

원학교와 소아암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

키는 활동을 통하여 병원학교의 외연과 네트워크를 확

장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실제로 ‘선물 같은 하

루’ 전시회 관련 보도는 중앙 및 지역 언론사에서 28건

의 기사로 다뤄졌으며,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와 희열

위고의 협업은 지역방송인 TBC 뉴스시간에 보도되기

도 했다.  

5. 결론 및 시사점

규모가 크고 자체적인 예산이 충분한 몇몇 대형 병

원의 병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병원학교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병원학교 운

영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

조적 문제이다. 이미숙(2015)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2005년 제도화 이후 병원학교가 양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질적인 성숙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채 운영

되고 있다. 그 결과 과도한 자율성으로 인해 병원학교 

교육체계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인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병원학교에 대한 만족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병원학교

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방형 혁신 모델은 단기간 내에 적용할 수 있다. 

병원학교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 보다

는 주변에 병원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만한 협

업 네트워크를 찾고 구성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미

이다. 물론 희열위고의 2017년 사업처럼 지자체의 예

산을 수주하면 재정적인 부담까지 덜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외부의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학교의 문제는 교육청과 병원이라는 기존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

다. 제도화와 예산확보는 내부적인 필요성 주장이 아

니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때 외부 압력이 커지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장기입원 중인 소아암 

환자들의 실태를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고 도움의 필요

성을 인지할 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심

이 병원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병원학교를 자체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

력보다는 외부 기관과의 다양하고 유연한 협업을 모색

하는 것이 실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운영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개방형 혁신 네트워킹은 병원학교 운영의 유연

성을 높인다. 모든 자원을 내재화하는 것 보다 외부 기

관과의 개방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병원학교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영

역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독자적인 

활동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일 병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병원학교 

사례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증

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모델의 타당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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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대구시 주민연합형 대학육성 사업 ‘영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환자 대상 1:1 교육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세부사업 실행실적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주요 

교과목 

교육

2017.07.06~09.13

(총 11회, 주1회 1시간)

1 

■ 교육목표: 한글에 대한 기초 이해와 숫자, 산수에 대한 개념 체계 확립

■ 교육방법

▷ 1:1 개별교육: 아동의 학습 수준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선생님 한명에 학생 한명으로 구

성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른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 

▷ 교재 및 도구 활용: 언어구사력, 사물인지 능력, 수에 대한 이해 등 아동의 지적능력 수준

에 따라 교재를 선정하고 아동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수업내용과 관련 된 적절한 도구

(낱말카드, 숫자카드, 주사위 등)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 

▷ 놀이교육: 수업한 내용에 따라 낱말 찾기, 산수에 따른 숫자 찾기, 사물 찾기 등 놀이를 활

용한 교육을 통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에 대한 성취도 고양

2. 초등학생(8세~13세)

■ 교육목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개념이해와 응용

■ 교육방법

▷ 1:1 개별교육: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담당 선생님을 배치하

고 1:1 맞춤 수업 진행

▷ 교재 선정: 교과목에 대한 개념학습이 이뤄져야하는 경우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보

충학습이 주가 되어야 할 경우 문제집을 선정하여 학습

▷ ‘주제별 특강’: 교과목 중에서 ‘국어’의 경우 한 학기에 한권 학년 별 필독도서를 선정하고 

‘독서토론 수업’을 통해 읽기와 말하기 능력 신장

3. 중학생(14세~16세)

■ 교육목표: 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응용

■ 교육방법

▷ 1:1 개별 교육: 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별 개별교육을 

통해 학습을 진행

▷ 교재선정: 학생의 수준에 따라 문제집을 선정하고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개념학습과 응용

학습을 연계하여 진행함 

▷‘주제별 특강’: 중학교 필독 도서 중 한권을 선정하여 ‘독서 토론’수업을 진행하며 문학에 대

한 이해와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함

1. 미취학아동(5세~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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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교육

2017.06.09~09.20

(총21회, 총33시간)

1. 교육목표: 미술, 체육, 음악에 관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병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또래 친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짐

2. 수업 진행 및 교육방법: 주 1회 2시간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 함께 수업을 진행

3. 연령별 교육과목 및 프로그램(예시로 환자상황에 따라 변동 이 있을 수 있음)

■ 미취학 아동(5세~7세)

▷미술: 악기 만들기, 종이접기, 아이클레이를 통한 감각놀이, 드로잉 북을 이용한 색칠하기 

등 

▷체육: 노래에 맞춰 율동하기, 간단한 체조 등

▷음악: 동요 부르기, 실로폰 연주, 클래식 음악 감상 등

■ 초등학생(8세~13세)

▷미술: 딱지 모자 만들기, 손가락 인형 만들기, 연 만들기 등

▷체육: 연날리기, 윷놀이 등

▷음악: 동요 부르기, 클래식 음악 감상 등

■ 중학생(14세~16세)

▷미술: 수채화 그리기, 비누 만들기, 양초 만들기 등 

▷체육: 연날리기, 윷놀이 등

▷음악: 오카리나 연주, 음악 감상 등

주제별 

특강

2017.06.27~12.20

(총6회, 총10시간)

1. 교육목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강 실시 

■ 독서토론: 학년별 필독도서를 한권 선정하여 함께 읽고 간단한 독서 퀴즈와 친구들과 함

께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와 논리력 증대

■ 동화 구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손가락 인형을 활용하여 

선생님들이 직접 시범하고,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어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함

■ 추석 송편 만들기(10.2 추석연휴 전) 

■ 과학실험: 풍력 자동차 만들기, 홀로스펙스안경 만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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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영남대의료원 병원학교-영남대 경영대학 희열위고 소아암 환아 사회인식 개선 전시회 관련 주요 보도 

             (총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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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민 (Jae Min Lee, M.D., PhD.)

현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남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아산병원 및 영남대학교병원 전임의와 영남대학교

병원 임상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 조혈모세포이식 

및 소아감염학 등이다. 지금까지 Journal of Pediatric Hematology oncology,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Clinical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Yonsei Medical Journal, Pediatric Transpla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matology, Annals of Hematology,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Laboratory,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Blood Research,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등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 재 찬 (Jaechan Park)

현재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고, 주요 관심분야는 항공우주분야 기술파급효과의 측정과 경로, 후발국 산업의 글

로벌 추격 및 추월 전략, 산업정책 등이다. 지금까지 전략경영연구, 국제경영리뷰, 한국항

공경영학회지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