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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대학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지났지만 그동안 새로운 학문을 익
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동료들을 알게 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
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이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유승흠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의과대학과 병원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신 남용택
교수님, 이 논문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박웅섭 교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입학 추천서를 직접 써주시고 격려해주신 지훈상 연세대학교 의
무부총장겸 의료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늦은 배움의 길에 격려와 배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 김광문 병원장님, 오랜 기간동안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
는 저에게 이러한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임학봉 사무
부처장님과 김태웅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기만 했던 저에게 이
한편의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의료장비팀, 기획예
산팀, 핵의학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28대 원우회 회장의 역할은 훌륭한 원우 여러분을 만나는 감사의
기회였으며, 장시간 토론과 열심히 공부하던 대학원 동기와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만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기도해 주고 정성껏 내
조를 해준 사랑하는 아내 용순(소화데레사)과 항상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함
께 기도해 주는 현동(프란치스코), 현빈(라파엘) 두 아들과 오늘의 이 자리
가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2005년 2월
노성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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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문문문문요요요요약약약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고가 의료장비가 도입되기 전에 도입계획서에 제시된

예상이용도, 예상수익을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 결과인 이용도와 수익 그

리고 수익률을 분석하고, 원가 분석을 통해 수익성 분석과 경영지표 산출

즉 손익분기점, 한계이익률과 안전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대학 병원에 2003년 5월 도입된 핵의학과 PET 시스템을 연

구대상으로, 200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PET 시스템의 수익, 건수,

직접비용을 조사하였으며 부문별 원가계산법을 통해 간접비용을 산출하였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ET 시스템 이용도 분석을 통해 예상 이용도는 월평균 100건으로 예상

하였으나 실제 이용도는 월평균 157건으로 예상 건수 대비 발생 건수는

157%이었다.

2. PET 시스템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200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

지 조사기간 중 한 달 평균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총 수익액은

130,330천원이며 총 건수는 157건, 총지출비용은 105,538천원, 총

이익금액은 24,792천원으로 수익률은 19%이었다.

3. PET 시스템의 5년간 손익분기점을 산출한 결과 손익분기 수익액은

4,767,672천원이며, 손익분기 사용건수는 6,549건이었다. 그리고 손익분기

일별 사용건수는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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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T 시스템의 한계이익률은 71%이며 안전율은 39%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PET 시스템의 한계이익률이 71%로 고정비

를 초과하고 있으며, 안전율이 20%이상이므로 병원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병원들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고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하기 전에 도입계획서 작성 시 장비특성에 따른 예상이

용도와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보다 충실한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타 병

원 운영 현황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PET 시스템은 사이클로트론이 있는 지역에서

만 운영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로서 고가이므로 외래 환자 수가 많은 대학

병원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병원과

전체장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도 및 수익성 등 경제성 부

문에 한해 이루어졌으므로 장비도입으로 인한 진단과 검사 효과 및 환자서

비스 향상 등 외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병원의 고가의료장

비 도입이기 때문에 외래방문환자 수, 병상가동률, 진료과목 수 등이 다르

므로 여타 종합병원 등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장비를 포함한 병원자본투자에 대

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병원자본

투자기준 및 도입기법 개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

다.

핵심어 :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원가, 비용, 손익분기점, 한계이익률,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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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배배배배경경경경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메모리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과 접목되어 점점 더 첨단화 및 정밀화 되어 가고 있으며 환

자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어 병원들은 경

쟁적으로 의료 시설을 고급화 시키고 첨단 고가 의료장비를 많이 도입하여 환

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또한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

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의 유지로 변해가

고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기업 병원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고

가 의료장비 도입은 당연시 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 유명 대학병원들이 들어

오면 그 병원들과 경쟁하기 위해 질적인 면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하므로 최첨단 의료장비 즉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장비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고가이므로 초기 투자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병원 운영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이다.

잘못된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은 시설구조 변경, 장비 유지를 위한 과다

한 유지 비용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초기 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올바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의료장비 투자의 중요성 및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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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중을 고려 할 때, 도입 이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대학병원의 회계연도 자본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0.5%였으며, 의료장비 구매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8.3%였다. 이러

한 의료장비 구매예산은 자본예산대비 87.2%에 해당되므로, 병원 경영을

감안하면 큰 규모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이학선, 2000). 그러므로 의료장

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도입 기준과 수익성을 분석하고 도입 후에

도 계속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현재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장비는 핵의학 영상기기 중, 양전자

방출단층촬영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이라 할 수 있다. PET은

연구와 진단 대상이 되는 생체 내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주사 또는 흡입으로 주입한 후 이물질의 체내 분포를 영상화한다.

PET은 여러 가지 생리적, 병리적 기본이 되는 생체 내 생화학적 현상을

비침습적으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영상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로써

사용된다. PET 영상을 이용하여 혈류량, 기저 대사율 및 합성율과 같은

생화학적 현상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 수용체와 전달체 농도

그리고 더 나아가 유전자의 영상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생화학적 현상의

영상화로 PET 영상은 기능영상을 제공하며, 이것은 컴퓨터 단층촬영기

(Computer Tomography)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로

얻어지는 형태학적 영상과 구별된다. PET을 이용한 임상응용 분야는 크게

신경학, 종양학, 심장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체 내 생화학적 현상

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생물학적 현상규명이나 난치성 뇌신경계 질

환, 악성종양의 조기진단과 치료방법 결정 및 예후 평가, 심근 생존능 검사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비급여 수가를 적용하므로 병원에 많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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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리라는 생각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들이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첨단 의료 진료를 시도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가 의료장비 도입에 관련하여 합리적인 도입 기준과 도입

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현재의 의료 여건 하에서 의료기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운영

을 위하여 고가 의료장비 중 PET 시스템의 운영 수지 분석을 통한 적절한 의

료장비 도입과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의료기술 및 장비의 발달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고가장비를 이용한 진료가 곧 양질의 의료 서비스인 것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를 토대로 경쟁

하기보다는 의료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적정의료 수준을 넘는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A대학병원의 핵의학과 장비 중에서 비급여 수가 장비

인 PET 시스템의 도입 후 운영을 통한 운영 실적과 원가 분석을 토대로

의료장비 도입 시 계획된 예상이용도 및 수익과 의료장비 도입 후 발생된

실제 이용도와 수익성을 분석하여 실제로 발생된 결과에 대한 차이와 원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PET 시스템의 원가 분석을 통해 수익성 분석

과 경영지표 산출 즉 손익분기점, 한계이익률과 안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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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 시 효율적인 검토와 분석으로 병원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의료장비 도입과 운영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PET 시스템 도입 시 도입계획서의 예상이용도 및 수익과 발생된

실제 이용도와 수익성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PET 시스템의 원가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분석한다.

셋째, PET 시스템의 손익분기점, 한계이익률과 안전율을 분석하여 병원경

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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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배배배배경경경경

1111.... 양양양양전전전전자자자자방방방방출출출출단단단단층층층층촬촬촬촬영영영영기기기기의의의의 원원원원리리리리와와와와 기기기기능능능능

1111)))) 양양양양전전전전자자자자방방방방출출출출단단단단층층층층촬촬촬촬영영영영기기기기의의의의 개개개개념념념념

PET 시스템이란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라는 뜻으로 생체 내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양전자가 인

체 내의 전자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511 KeV의 소멸방사선을 체외에서

검출하여 전산화 단층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360° 모든 각도에서 측정되

는 방사능의 분포를 재구성하여 영상화한다.

이때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C-11, N-13, O-15, F-18 같은 분자량이 가볍

고 반감기가 짧은 원소들을 사용하며 이 원소들은 실제로 인체 내에서 신

진대사에 직접 참여하는 원소들로써 생리적 대사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에 사용되던 단일광자(Single Photon)를 방출하는

Tc-99m, Tl-201, Ga-67, I-131등은 분자량이 커서 실제 인체 내에서 일어

나는 생리적 대사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일광자를 이용한 영상보다 양전자를 이용한 영상이 높은 해상

력을 갖는 동시에 해부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CT나 MRI보다 생리화학적

인 신진대사의 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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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β+ 붕괴와 양전자 소멸

2222)))) 양양양양전전전전자자자자방방방방출출출출단단단단층층층층촬촬촬촬영영영영기기기기의의의의 방방방방법법법법과과과과 기기기기능능능능

수검자에게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주사하면 전신에

퍼지게 되고 몸 안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전자와 만나 소멸반응을 일으키면

서 항상 180도 방향을 가진 에너지 511 KeV의 두 개의 감마선을 발생시

키게 되는데, 그것을 원형 검출기로 인식해 우리 몸 각 구성 원소들의 소

비 현황을 영상화하는 것이다.

현재 PET검사에 주로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은 반감기 110분의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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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체인 F-18 FDG(Fluorodeoxyglucose)이다. F-18 FDG를 주사한 후

뇌, 심장, 근육 등에서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상화하면 정상이

아닌 암 조직은 비정상적으로 훨씬 많은 양의 포도당을 소모하므로 검사

결과 포도당 소비량이 아주 높은 곳은 암 조직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다.

PET는 여러 질환에서 이용되는데 임상적으로 PET 검사가 적용이 되는

질환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양진단에 있어서 암의 진단이나 조기

발견, 원발 병소의 발견과 전이 및 재발 병변의 발견, 암 환자의 수술 전

진단과 치료 후 반응 및 예후 평가에 유용하고, 뇌신경 질환의 진단에 있

어서는 뇌종양 병변의 중증도 평가와 치료 후 재발진단, 수술이 예정된 간

질 병변의 국소화, 알쯔하이머형 치매 등 치매의 조기진단 및 감별진단에

유용하며, 심장질환에 있어서 관상동맥질환 진단 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 PET의 임상이용 현황을 보면, 초기에는 이용분야가 뇌신경 분야가

주이던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양질환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상대적,

절대적 활용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PET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미국

에서는 폐암, 대장암, 임파종, 두경부암, 식도암, 흑색종 등의 암 진단과 추

적관찰 시, 유방암의 전이 병변을 찾아 재병기결정 시 PET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활발히 PET을 이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갑상선암, 식도암,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두경부암

및 원인불명암, 폐암, 악성 임파종, 악성 흑색종, 골격암, 뇌종양 등의 진단

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진보된 PET/CT는 조직검사나 수술, 방사선치료를 위한 정확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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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적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작은 병변 및 움직이는 장기의 병변을 찾

을 수 있어 조기진단 및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정상 장기와 구별하기

쉬워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줄이는 등 종양핵의학 분야에서 임상적 유용성

이 뛰어나며 검사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환자의 편의 및 검사수익이 증

대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3333)))) 양양양양전전전전자자자자방방방방출출출출단단단단층층층층촬촬촬촬영영영영기기기기의의의의 진진진진단단단단 범범범범위위위위

뇌종양

신경교종의 악성도와 포도당 대사의 항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어 악

성도가 높을수록 높은 FDG섭취를 보이고, 아미노산 대사와도 악성도와 상

관성이 있다. PET은 균일하지 않은 종양조직 중 생화학적으로 활성도가

높은 조직을 찾을 수 있으므로 뇌종양의 생검 부위를 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종양조직의 포도당 섭취는 환자의 예후와 역상관관계가 있어

예후의 판정에도 도움이 된다.

C-methionine PET은 종양의 악성도 평가는 물론 종양의 진단과 침윤범

위의 평가에 유용하다.

뇌종양에 대한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화학요법 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조직에 나타난다. 그 중에 종양의 재발과 방사선 괴사의 감별은 자주 문제

가 된다. 종양의 재발 시에는 포도당 대사가 항진되는데 비해 방사선에 의

한 괴사조직에는 포도당 대사가 저하되어 있어 FDG-PET으로 감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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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또한 양성 교종의 약 20%에서 악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적검사에서 FDG의 섭취가 증가하면 악성 변화를 의심할 수 있다.

C-methionine PET은 종양침윤범위의 평가뿐 아니라 재발종양의 검출에

도 유용하다.

흉부질환의 감별진단 및 병기결정

폐암의 진단에 있어서 X선 사진, CT, MRI와 같은 해부학적인 영상법은

림프절 전이에 대해 25-71%, 원발병소에 대해 52-80%의 예민도를 보이며,

병변의 존재는 알지만 악성여부 혹은 정도와 범위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

다. FDG-PET에서 악성종양은 포도당 섭취가 유의하게 높아 양성종양과의

감별이 가능하여 1 cm 이상의 종괴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폐암의 침윤범위의 진단, 종격동 및 폐문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 및 병

기결정에도 FDG-PET은 기존의 CT에 비해 더 나은 예민도와 특이도를

보이며, 항암제치료나 방사선치료 후의 효과도 X선 사진이나 CT보다 조기

에 정확히 알 수 있다. 한편 위양성을 보일 수 있는 질환으로는 결핵, 진균

증, sarcoidosis 등이 보고 되고 있다.

복부질환의 감별진단

간과 췌장에 집적되지 않는 FDG-PET은 원발성 및 전이성 간암의 진단

과 치료평가 및 췌장암의 진단과 만성 췌장염의 감별 진단에도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양, 복부의 만성 염증에서 위양성을 보일 수 있다.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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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술 후 2년 이내에 25-30%의 환자에서 재발하므로 종양의 재발과 반

응을 감별하는 것이 이들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FDG-PET은 종양조직에 강한 섭취를 보이므로 반응조직과의 감별을 가능

하게 한다.

유방암

FDG-PET은 치료에 대한 조기반응의 평가와 뼈, 림프절, 간, 종격동 등

의 전이병소를 잘 영상화할 수 있다.

18-F-16-alpha-17-fluorestradiol를 이용한 에스트로겐 수용체영상은 섭

취정도와 수용체 농도 사이에 좋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항에스트로겐 치료

전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용체의 정량적 분석으로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기타

두경부암, 악성림프종, 흑색종, 골종양 및 연부조직종양에서 FDG-PET

이 종양의 진단과 치료효과의 조기판정에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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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고고고고가가가가 의의의의료료료료장장장장비비비비 도도도도입입입입절절절절차차차차((((AAAA대대대대학학학학병병병병원원원원의의의의 PPPPEEEETTTT 도도도도입입입입 FFFFlllloooowwww))))

다음은 A대학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도입절차를 설명하고자 하며 크게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가가가.... 의의의의료료료료장장장장비비비비 청청청청구구구구

사용부서에서 장비 필요 시 부서장이 의료장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기획

실로 청구하며, 기획예산팀에서는 요청된 의료장비 청구서를 취합하여 의

료장비 심의 위원회의 안건을 준비한다.

사용부서에서는 의료장비 청구 시 예상수익 및 최소 2-3개의 제조업체,

모델명, 국내 대리점을 지정하며, 구매부서에서도 타 병원 현황 등을 조사

하여, 우수한 장비를 구매하도록 사전에 긴밀히 협조한다. 특정업체의 제품

만을 지정할 경우에는 단수지정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나나나나.... 의의의의료료료료장장장장비비비비 심심심심의의의의

1) 사전 검토

제출된 의료장비 청구서는 기획예산팀에서 일차적으로 예상수익 및 관

련부서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요청된 자료 및

구입 타당성 검토서를 취합하여 의료장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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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임상과 교수 및 관련 부서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으로는 요청된 의료장비에 대해 구입 타당성과

도입 장비의 연간 예산 심의 및 기타 병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예상수익 비용 검토, 추가운영직원 계획여부, 설치장

소 확인, 추정 가격의 적정성, 동종 유사장비의 원내 보유 현황, 특정 모델

지정 사유 타당성, 기술적 사후 관리상 문제점 여부, 국산품 구입가능 여

부, 시설 공사 시행여부 등을 검토한다.

다다다다.... 의의의의료료료료장장장장비비비비 구구구구매매매매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병원장 결재를 받은 의료장비는 구매

부서에서 일괄 구매하게 되며, 구매 부서에서는 기술부서와 사용부서간의

장비 Spec.을 결정하며, 추천된 모델 중 경쟁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 제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게 된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매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flow이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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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팀
검토

의료장비 청구

의료장비 심의

구매 의뢰
(구매관재팀)

Spec. 검토
(의료장비팀)

입 찰

입찰 평가

계약 품의

장비 구매 및 설치

유형 자산 청구서 작성
주요 장비 청구조사서 작성

비용 및 수익성 검토

의료장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된 품목에 한하여 구매 의뢰

입찰을 위하여 공통 Spec. 작성
공동 Spec. 작성 후 청구부서 확인

구매관재팀 입찰

입찰평가 검토 및 구매계약,
품목 확정

계약품목, 계약내역 및 설치장소 등
재확인

장비 설치 후 의료장비팀 검수 확인
청구부서 인수 확인

그림 2. 의료장비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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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원원원원가가가가분분분분석석석석이이이이론론론론

원가분석이란 원가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검사실의 수입, 약제, 동위

원소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부문으로 정하고 검사행위와 그의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원가부문별로 집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원가분석에서는 검사실의 수입 등 부문별 원가를 산출해 냄으로써, 생산

성 향상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인력의 운용, 부문의 합리적 조직구

성 방법 등을 도출해낼 수 있다. 원가분석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

쳐 이루어진다.

가가가가.... 원원원원가가가가부부부부문문문문 및및및및 책책책책임임임임회회회회계계계계단단단단위위위위의의의의 설설설설정정정정

원가부문은 책임회계단위가 모여 부문을 이룬다. 여기서 책임회계단위란

부문을 구성하는 세분된 단위로서 의료장비의 경우 각각의 장비를 의미한

다.

나나나나.... 개개개개별별별별비비비비의의의의 집집집집계계계계 및및및및 공공공공통통통통비비비비의의의의 배배배배분분분분

개별비는 인건비 등과 같이 명확히 책임회계단위별로 구분되는 원가이

고 공통비는 인쇄비, 연료비 등 어떤 배부기준이 있어, 배분되어야 할 원가

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공통비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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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보보보보조조조조부부부부문문문문비비비비의의의의 배배배배부부부부

보조부문비이란 수익이 실현되는 수익중심점은 되지 못하고 원가 중심

점만 되는 행정부문 등 대부분의 지원부문의 원가로서 합리적 배부방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4444.... 자자자자료료료료 분분분분석석석석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경경경경영영영영지지지지표표표표

이 연구는 서울 시내 A대학병원의 핵의학과 PET 영상실을 중심으로 PET

시스템 도입 후 3개월간 운영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수입항목을 통한 부위별

수가표, 월별 촬영 건수 및 수입과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원가 분석과 수

입총이익률, 손익분기점 산출, 한계이익률, 안전율을 산출하였다.

가가가가.... 손손손손익익익익분분분분기기기기점점점점((((bbbbrrrreeeeaaaakkkk----eeeevvvveeeennnn ppppooooiiiinnnntttt :::: BBBBEEEEPPPP))))

손익분기점이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보다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고, 적게 발생하면 손실이 된다. 손익

분기점분석을 CVP분석이라고도 하는데, C는 비용(cost), V는 조업도(volume),

P는 이익(profit)을 의미한다. 손익분기점분석은 목표이익에 대한 매출액을 산

정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손익분기점분석을 하려면 우선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

비로 나누어야 한다. 변동비란 매출에 비례해서 증감하는 비용이다. 변동비에

는 재료비 등이 있다. 고정비란 항상 매출에 비례해서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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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고정비에는 감각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이 있다.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비 양쪽에 속하는 것은 변동비부분과

고정비부분으로 나눈다.

나나나나.... 한한한한계계계계이이이이익익익익률률률률((((mmmmaaaarrrrggggiiiinnnnaaaallll pppprrrrooooffffiiiitttt))))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것을 말하며, 한계이익이라고도 한다.

한계이익이 고정비를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생기고 한계이익이 고정비

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 한계이익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이익

그림 3. 손익분기점분석표



- 17 -- 17 -- 17 -- 17 -

다다다다.... 안안안안전전전전율율율율((((mmmmaaaarrrrggggiiiinnnn ooooffff ssssaaaaffffeeeettttyyyy rrrraaaattttiiiioooo))))

안전율은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매출액을 차감하여 이것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 안전율 = (매출액 - 손익분기점매출액) ÷ 매출액

안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 수입의 안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차이를 매출액으로 나누면 수익성과 안정성 정

도를 표시하여 주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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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연연연연구구구구 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틀틀틀틀

도입 계획 검토

수익 조사

• 수가

• 이용도

도입 시 실적 비교

• 예상수익과 실질
수익 비교

수익 분석 경영지표

• 손익분기점

• 한계이익률
원가 산출

• 재료비
• 인건비
• 경비

그림 4.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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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연연연구구구구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자자자자료료료료수수수수집집집집 방방방방법법법법

가가가가.... 연연연연구구구구대대대대상상상상

연구 대상병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A대학병원으로 23개 진료

과목에 가동병상은 750병상 규모이다. 조사대상 기간 중 동 병원의 일평균

외래환자 수는 1,846명, 병상가동률은 89.1%였다.

동 병원의 연평균 의료장비 구입예산은 원화 40억원 규모이며, 의료장비

심의를 통하여 구입된 장비는 연평균 40점이다. 장비의 도입은 40%이상

리스(Lease)로 구매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구매 형태를 본원자금으로 전

환하였다.

분석대상은 2003년 5월에 도입된 핵의학과 장비 PET 시스템을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PET의 Spec.은 다음 표 1.과 같다.

나나나나.... 자자자자료료료료수수수수집집집집방방방방법법법법

분석대상 장비의 예상수익과 이용도는 의료장비 청구서와 의료장비 심

의 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실제로 도입된 장비의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분석기간은 2003년 6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수익부문은 보험심사팀과 의료정보팀

의 협조로 수가코드 및 수익실적 자료를 파악하였다. 비용부문은 기획예산

팀 자료를 토대로 원가계산 항목인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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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ET 시스템 Spec. 내용

구 분 내 용

Detector system

① Crystal material : GSO or LSO
② Number of crystals : 9216 or more
③ Transaxial FOV : 56.7㎝ or more
④ Axial FOV : 16.2 or more
⑤ Transmission source : Cs-137 or Ge-68
⑥ Both 2D & 3D acquisition capability
⑦ Axial resolution; 6.5㎜ or less at 2D

7.4㎜ or less at 3D

Patient table
① Maximum patient weight : 135㎏ or more
② Single patient table,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bed movement

Data acquisition
system

① Coincidence window : 8㎱ or less
② Buffer memory for data acquisition : 256 Mbyte

or more
③ Acquisition modes : Multi-bed

System operator
console

① Operators Console Monitors : 1280 × 1024,
18〃 LCD color monitor or equivalent

② Data communication : Ethernet with
TCP/IP-protocol

③ Image recon time : 1min or less (3D per bed)

QC and calibration
① QC and calibration phantom
② Automated QC software

Full software package
including

① Data acquisition, image reconstruction, image
display, image registration, & fusion,
quantitative image data analysis, data
administration and archiving, quality control
and scanner calibration.

② Transmission : using Cs-137 or Ge-68
③ ROI (Region Of Interest)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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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분분분분석석석석 방방방방법법법법

가가가가.... 의의의의료료료료장장장장비비비비 원원원원가가가가계계계계산산산산

의료장비의 원가계산은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부문별 원

가계산의 절차는 원가부문과 책임회계 단위의 설정, 원가요소의 분류, 부문

개별비의 집계, 부문 공통비의 집계 및 배부, 보조 부문비의 집계 및 배부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수익 계산

수익의 범위는 장비에서 발생되는 직접수익이거나 판독 등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익의 계산은 부위별 수가코드 발생

횟수와 수가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2) 인건비 계산

인건비는 상근 인건비와 비상근 인건비로 구분하였으며, 상근 인건비 계

산의 직종은 장비운영에 직접 관계하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상

근 인건비 계산은 교수직으로 장비운영에 일부 관여하는 비상근 인력을 대

상으로 하였다. 간접인건비는 행정 부서에서 지원하는 직원으로 장비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였다.



- 22 -- 22 -- 22 -- 22 -

3) 재료비 계산

재료비의 범위는 장비에서 직접 발생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비보험 재료

를 포함하고, 재료비 계산은 수가코드가 있는 재료비는 수가를 기초로 하

여 사용부서의 청구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4) 경비계산

경비의 범위는 인건비, 재료비를 제외한 의료경비로서, 지급임차료, 장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선비, 소모품비등이다. 건물보험료, 건물감가상각비

등 간접경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였다.

나나나나.... 이이이이용용용용도도도도 조조조조사사사사

의료장비의 이용도 조사방법은 2가지로 구분을 하였다.

첫째는, 하나의 장비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경우이며, 조사를 위한 공

식은 아래와 같다.

* 이용률 = 일평균장비가동시간 ÷ 일평균업무시간 × 100

둘째는, 하나의 장비로 여러 검사를 하는 경우이며, 조사를 위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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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률 = 일평균장비가동시간(A×a + B×b + C×c) ÷ 일평균업무시간

� 일평균 검사종류별 검사건수는 A, B, C
� 검사에 따른 건당 소요시간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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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문별 원가 항목표

구 분 분 석 항 목 관 련 부 서 비 고

수 익

장비별수가코드

수가코드별 발생회수 및 수익

장비별검사건수

검사실, 보험심사팀

의료정보팀

검사실

인 건 비

장비별 배치인원

근무시간

개인별 인건비

간접인건비

검사실

검사실

의료정보팀

기획예산팀

비상근 인원

포함

재 료 비
재료비 수가코드 및 단가

부서별 소모품 파악

의료정보팀

구매관재팀

경 비

장비 리스료

장비 보험료

장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기료

간접경비

구매관재팀

구매관재팀

구매관재팀

의료장비팀

구매관재팀

인사팀

시설팀

기획예산팀 배부기준 적용

배부경비

건물연면적

전화경비

리스장비 가액

시설팀

통신실

구매관재팀

부문 공통비 배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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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VVV.... 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

1111.... 수수수수익익익익분분분분석석석석

가가가가.... 수수수수가가가가

핵의학과 PET 시스템은 비급여로서 부위별 수가 기준이 다르다. Whole

body scan은 900,000원이며 Brain scan은 500,000원이다.

다음 표 3.은 부위별 수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3. PET 부위별 수가 기준

(단위 : 원)

수 가 명 보험수가 산재수가 일반수가 자보수가 보험유형

PET - Whole
body scan

900,000 900,000 900,000 900,000 비급여

PET - Brain
scan

500,000 500,000 500,000 500,000 비급여

PET - Localized
Tumor Scan

700,000 700,000 700,000 700,000 비급여

Limited PET 297,000 297,000 297,000 297,000 비급여

PET - Fusion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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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200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부

위별 촬영건수와 촬영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처럼 3개월 동안 총

수익을 계산하여 월평균 수익을 산출하였다(표 4.).

표 4. PET 부위별 월 건수 및 수익

(단위: 원)

수 가 명 단 가 건수 금 액

PET - Whole body scan 900,000 389 350,100,000

PET - Brain scan 500,000 80 40,000,000

PET - Localized Tumor
Scan

700,000 - -

Limited PET 297,000 3 891,000

PET - Fusion 1,200,000 - -

합 계 473 390,991,000

월평균 157 130,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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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이이이이용용용용도도도도 분분분분석석석석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이용도 분석은 표 5.와 같다.

이용도 분석 결과 예상 이용도는 월평균 100건이었으나 실제 이용도는

월평균 157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상건수 대비 발생건수는 157%이었

다.

표 5. PET 시스템 이용도 분석표

구 분 이용도

건당 검사 소요 시간 60 분

예상 이용도(A)
예상 건수(월평균) 100 건

일평균장비가동율 100 %

실제 이용도(B)
발생 건수(월평균) 157 건

일평균장비가동율 100 %

예상건수 대비 발생건수(B÷A×100) 157 건



- 28 -- 28 -- 28 -- 28 -

2222.... 원원원원가가가가분분분분석석석석

원가분석은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부문별 원가계산의 절

차는 원가부문과 책임회계 단위의 설정, 원가요소의 분류, 부문 개별비의

집계, 부문 공통비의 집계 및 배부, 보조부문비의 집계 및 배부 등의 순서

로 진행하였다

가가가가.... 인인인인건건건건비비비비

인건비는 상근 인건비와 비상근 인건비로 구분하였으며, 상근 인건비 계

산의 직종은 장비 운영에 직접 관계하는 상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비상근 인건비계산은 교수직으로 장비 운영에 일부 관여하는 비상근

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접인건비는 행정 부서에서 지원하는 직원으로

장비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였다.

다음은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근무자 현황과 인건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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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ET 근무자 현황

(단위 : 원)

직 위 연 봉 월 평균

조교수 89,198,000 3,716,583

방사선사 46,664,000 3,888,667

방사선사 42,778,000 3,564,833

합 계 178,640,000 11,170,083

나나나나.... 재재재재료료료료비비비비

재료비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동위원소 F-18FDG, 장비 Calibration

용 Source와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직접 재료비 사용현황을 나

타내고 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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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직접 재료비 사용현황

(단위 : 원)

품 명 건 수 단 가 금 액 비 고

동위원소 F-18FDG 2,843 29,700 84,437,100

운송비(2회/일) 46 110,000 5,060,000

운송비(1회/일) 6 66,000 396,000

QC-SOURCE 1 3,000,000 3,000,000 교환주기 2.5년

합 계 92,893,100

월 평 균 30,964,367

다다다다.... 경경경경비비비비

경비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경비는 의료경비로

서, 지급임차료, 장비보험료, 감가상각비, 수선비, 소모품비 등이며, 간접경

비는 건물보험료, 건물감가상각비 등이다. 다음은 PET 시스템 직접경비

내역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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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ET 시스템 직접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월평균
금 액

비 고

PET
취득가액

장비가액 2,160,000 36,000

-$150만 ×1.2(부대비용)×1,200원
-UPS, 항온항습기,
Dose Calibrator 포함
-5년간 균등 상각

장비
설치비

150,000 2,500
-장비 취득가액에 포함
-5년간 균등 상각

방사선
차페도어

21,252 354
-장비 취득가액에 포함
-5년간 균등 상각

소 계 2,331,252 38,854

수선유지비 630,000 10,500
-무상하자보증기간 18개월
-월 15백만원×42개월 반영
-5년간 균등 상각

기타경비 7,500 625
-전기료, 수도료 등 일반관리비
-1년 기준

합 계 4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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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간간간간접접접접비비비비 계계계계산산산산

간접비는 원가분석이론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간접 인건비, 간접 재료

비, 간접 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표 9. PET 시스템 간접원가 배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원가분석
PET촬영실
직접원가

원가분석
PET촬영실
간접원가

비 율

월별간접인건비 11,256 6,405 56.9%

월별간접재료비 30,064 842 2.8%

월별간접경비 46,393 12,480 26.9%

합 계 87,713 19,726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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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시스템의 간접원가 배부 내역을 보면 간접인건비는 직접원가에

56.9%에 해당되며, 간접재료비는 직접원가에 2.8%에 해당되고, 간접경비는

직접원가에 26.9%에 해당된다.

3333.... PPPPEEEETTTT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의의의의 예예예예상상상상수수수수익익익익과과과과 발발발발생생생생수수수수익익익익 비비비비교교교교

PET 시스템 도입 전에 예상 수익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타 병원(Y대학

병원)의 년 간 PET 시스템 발생 횟수 및 수익을 조사하였다.

Y대학병원의 PET 시스템은 2000년도에 도입된 장비로써 2001년도 운영

현황을 근거로 하여 2003년도에 2001년도 연간 실적을 분석하였다.

Y병원 PET 시스템의 실적은 월평균 171건, 월 수익 124,758,000원이 발

생되고 있다. 위 실적을 기준으로 월평균 발생 횟수 171건을 100%로 하면,

하루에 환자 8～9명을 검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Y병원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PET 시스템 도입 시 월평균 발생 횟수와

예상 수익을 예측하였다. Y병원의 외래 환자 수 및 병원 병상 수에 차이가

나므로 PET 시스템 월평균 발생 횟수를 100(Y병원 실적의 58.5%)건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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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타 병원 년 간 PET 시스템 발생 수익과 예상 수익표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횟수 사용비율 수가금액 수 익

Y병원
2001년
실적

Whole Body Scan 1,151 56.0% 900 1,035,900

Local Tumor Scan 41 2.0% 700 28,700

Brain Scan 865 42.1% 500 432,500

합 계 2,057 100.0% 1,497,100

월평균 171 124,758

요청부서
예상실적
100건
(Y병원
실적의
58.5%)

Whole Body Scan 671 56.0% 900 604,317

Local Tumor Scan 24 2.0% 700 16,743

Brain Scan 505 42.1% 500 252,309

합 계 1,200 100.0% 873,369

월평균 100 72,781

Y병원
실적의
50%수준

Whole Body Scan 576 56.0% 900 517,950

Local Tumor Scan 21 2.0% 700 14,350

Brain Scan 433 42.1% 500 216,250

합 계 1,029 100.0% 748,550

월평균 86 62,379

Y병원
실적의
35%수준

Whole Body Scan 403 56.0% 900 362,565

Local Tumor Scan 14 2.0% 700 10,045

Brain Scan 303 42.1% 500 151,375

합 계 720 100.0% 523,985

월평균 60 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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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PET 시스템예상수익과 실제 발생수익과의 비교표 (월평균)

(단위 : 천원)

변 수 금 액

예상 수익 (A) 72,781

발생 수익 (B) 130,330

차 액 (B-A) 57,549

예상 수익 대비 발생 수익 (B÷A×100) 179%

4444.... 경경경경영영영영지지지지표표표표 산산산산출출출출

가가가가.... 수수수수익익익익 분분분분석석석석

병원 핵의학과에서 도입한 PET 시스템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총수

익에 대한 지출로는 인건비(직접인건비, 간전인건비), 재료비, 직접경비(감

각상각비, 수선비, 지급이자) 및 간접경비 등으로 계산하였다.

200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 기간 중 한 달 평균 핵의학과

PET System의 총 수익은 130,330,333원이며 총 건수는 157건, 총비용은

105,538,116원, 총이익금액은 24,792,217원으로 수익률은 19%이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접인건비는 11,170,083원이며, 간접인건비는 7,12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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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다. 직접재료비는 30,964,367원이며, 직접경비는 49,979,710원, 간접경비

는 6,297,443원이다.

다음은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월평균 총수익과 총비용을 산출한 금액

을 나타낸 수익 분석표이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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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ET 시스템 수익 분석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수익대
비율 비 고

수 익 130,330,333 100.0%

원가

인건비

직접인건비 11,170,083 8.6%

간접인건비 7,126,513 5.5%

소 계 18,296,596 14.0%

재료비
직접재료비 30,964,367 23.8%

소 계 30,964,367 23.8%

경 비

직 접 경 비 49,979,710 38.3%

1)감가상각비 33,009,000 25.3% 월 정액법 감가상각

2)수 선 비 13,084,910 10.0% PET실 공사 포함

3)지급이자 3,885,800 3.0% 금융리스 이자

간 접 경 비 6,297,443 4.8%

소 계 56,277,153 43.2%

합 계 105,538,116 81.0%

이 익 24,792,21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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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와 같이, PET 시스템이 병원경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위 환경과 경제적 요인에 따라 월별 건수와 수익에 다

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나나나.... 손손손손익익익익분분분분기기기기점점점점((((bbbbrrrreeeeaaaakkkk----eeeevvvveeeennnn ppppooooiiiinnnntttt :::: BBBBEEEEPPPP))))

손익분기점이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생산량, 조업도)을 말한

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서는 손실이 생기고 그 이상의 매

출액에서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손익분기점은 만일 모든 원가나 비용이 조업도와 직접적인

비례성을 갖고 증감하고 고정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조업도에서 판

매단위당 일정의 이익이 실현되므로 손익분기점은 0이 된다. 그러나 고정

비가 존재한다면 판매단위당 일정의 이익이 고정비를 회수하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이 된다.

�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X, 일정기간의 고정비 F, 같은 기간의 변동

비를 V,같은 기간의 매출액을 S로 한다면 구하고자 하는 X는 다음

과 같이 산출된다.

XXXX ==== FFFF ++++ VVVV××××XXXX ÷÷÷÷ SSSS ,,,, XXXX ----VVVV××××XXXX÷÷÷÷SSSS ==== FFFF ,,,, XXXX ----((((1111----VVVV÷÷÷÷SSSS)))) ==== FFFF ,,,, XXXX ==== FFFF ÷÷÷÷ {{{{1111----VVVV÷÷÷÷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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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S는 일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지출되는 변동비의 비율로서 변

동비율이 되며, 위의 공식을 응용하여 여러 공식을 도출해 낼 수도 있다.

PET 시스템의 5년간 손익분기점을 산출한 결과 수익액은 4,767,672천원

이며, 사용건수는 6,549건이다. 그리고 일별 사용건수는 5건이다.

즉, PET 시스템이 병원 운영 수지상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일 사용

건수가 5건을 유지해야 5년 이내 BEP(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

조사대상 병원의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5년간 운용 수입을 정상으로

할 때 PET 시스템의 손익분기점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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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PET 5년간 수지분석 (손익분기점)

(단위 : 천원)

구 분 5년 백분율 비 고

수 익 4,767,672 100.0%

원가

인 건 비 369,480 7.7%

재료비

18F-FDG 1,231,343 25.8%

Source 90,000 1.9%

기타재료비 65,490 1.4%

소계 1,386,833 29.1%

경비

장비취득가액 2,331,252 48.9%

수선유지비 630,000 13.2%

기타경비 50,000 1.0%

소계 3,011,252 63.2%

합 계 4,767,565 100.0%

순이익 107 0.0%

손익분기점 5년 사용건수 6,549

손익분기점 월별 사용건수 109.2

손익분기점 일별 사용건수 5.0
1개월 22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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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은 실제매출액보다 낮아야 기업은 이익을 얻게 되며,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낮아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안전율 비율도 높아지게 된

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분석은 병원의 운영수지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필요수입액의 설정이 필요하며, 목표이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손익

분기점을 이용한 이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다다다.... 한한한한계계계계이이이이익익익익률률률률((((mmmmaaaarrrrggggiiiinnnnaaaallll pppprrrrooooffffiiiitttt))))

한계이익률 또는 공헌이익은 수익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고정비와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계이익이 고정비를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생기고 한계이익이 고정비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손실

이 생긴다.

수익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은 고정비와 이익률을 커버(cover)해 가는 한

계이익이 되며, 이것을 수익으로 나눈 금액이 한계이익률이 된다.

한계이익률분석은 순익분기점분석에 관련하여 수익, 비용의 관계를 고려

하고 기업채산의 변화를 분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며, 다음과 같은 공

식으로 정리된다.

* 한계이익 = 수익 - 변동비

한계이익률 = (수익 - 변동비) ÷ 수익

이익 = 수익 × 한계이익률 - 고정비

위 식을 이용하여 PET 시스템의 한계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표 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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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살펴보면 총수익은 130,330,333원이고 변동비는 38,417,867원, 고정

비는 67,120,249원이므로 PET 시스템의 한계이익률은 71%이다.

표 14. PET 시스템 항목별 비용 분류

(단위 : 원)

구 분 변 동 비 고 정 비

인건비 7,453,500 3,716,583

재료비 30,964,367 0

경비 0 56,277,153

합 계 38,417,867 67,120,249

라라라라.... 안안안안전전전전율율율율((((mmmmaaaarrrrggggiiiinnnn ooooffff ssssaaaaffffeeeettttyyyy rrrraaaattttiiiioooo))))

안전율은 판매액에서 손익분기점에서의 수익을 차감하여 이것을 수익으

로 나눈 것이다.

안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 수익의 안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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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제수익과 손익분기점 수익의 차이를 실제수익으로 나누면 수익성

과 안정 정도를 표시하여 주는 지표가 된다. 특히 수익과 관련하여 산출하

는 것으로서 손익분기점비율과 안전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율이 20%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해석한다.

* 손익분기점비율 = 손익분기점 수익 × 100 ÷ 실제수익

안전율 = {실제수익 - 손익분기점 } × 100 ÷ 실제수익

손익분기점비율 = 100% - 안전율

위 식을 이용하여 PET 시스템의 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안전율은 수익 130,330,333원이고, 손익분기점수익은 79,461,200원[5년간

손익분기점수익 4,767,672,000원 ÷ 60개월]이므로 PET 시스템의 안전율은

39%이다. 따라서 PET 시스템의 안전율이 20%이상이므로 안전성이 있으

며 병원 경영 수지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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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고고고고 찰찰찰찰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고고고고찰찰찰찰

본 연구는 고가 의료장비가 도입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도입계획서와

실제 발생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이 병원운영 수

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조사하고자, A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2003

년 5월에 도입된 핵의학과 PET 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장비의 분석기간은 자료 접근도의 어려움으로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8월 30일까지 3개월의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며, 방법은 PET 시스템

의 원가분석과 이용도 분석, 한계이익률 및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PET 시스템의 타 병원 운영 현황 분석 및 일정한 환자 비율을 보고 손익

분기점 등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결과를 모든 고가장비와 다른 병

원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주의가 필요하

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PET 시스템은 사이클로트론이 있는 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

한 최첨단 장비로써 고가이므로 외래 환자 수가 많은 대학병원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병원과 전체장비에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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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PET 시스템의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타 병원 연간 수익으로

예상이용도 및 예상수익을 산출하였다. 이로 인해 병원 도입시기의 환자

수 및 주변 여건 등으로 예상이용도 및 예상수익 작성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이용도 및 수익성 등 경제성

부문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장비도입으로 인한 진단과 검사 효과 및 환자서

비스 향상 등 외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는 A대학 병원의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수익률 분석 및

경영지표들을 분석하기 위한 한 사례에 불과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대학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도입이기 때문에 외래방문

환자 수, 병상가동률, 진료과목 수 등이 다르므로 여타 종합병원 등에 적용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고고고고찰찰찰찰

본 연구에서 제공한 PET 시스템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3

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 기간 중 한 달 평균 핵의학과 PET 시

스템의 총 수익액은 130,330,333원이며 총 건수는 157건, 총지출비용은

105,538,116원, 총이익금액은 24,792,217원으로 분석되어 수익률은 19%이었

다. 그리고 PET 시스템의 5년간 손익분기점을 산출한 결과 손익분기 수익

액은 4,767,672천원이며, 손익분기 사용건수는 6,549건이다. 그리고 손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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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별 사용건수는 5건이다. 또한 PET 시스템의 한계이익률은 71%이며

안전율은 39%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PET 시스템의 안전율이 20%이상이므로 안

전성이 있으며 특히 비급여 장비이므로, 병원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고 있

었다. 그리고 PET 시스템 이용도 분석을 통해 예상 이용도는 월평균 100

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이용도는 월평균 157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상 건수 대비 발생 건수는 157%이었다. PET 시스템의 도입 전후 분석

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병원에 처음 도입된 장비이며, 암 환자

진단에 뛰어난 영상의 질을 제공하는 장비이므로 진단과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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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고가 의료장비가 도입되기 전에 도입계획서에 제시된 예상이

용도, 예상수익을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 결과인 이용도와 수익 그리고 수

익성을 조사하여 발생결과 차이에 대한 요인을 알아내고자 A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2003년 5월에 도입된 핵의학과 PET 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또한 연구 대상 장비의 분석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3개월의 기간으로 하였으며, 타 병원 PET 시스템을 통해 예상

이용도 및 실제 이용도를 분석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손익분기점, 한계이익

률 및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타 병원 PET 시스템 이용도 분석을 통해 외래환자 수 대비, 예상 이용

도는 월평균 100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이용도는 월평균 157건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예상 건수 대비 발생 건수는 157%이었다. 실제 이용도가

예상 이용도보다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병원에 처음 도입된 장비이

며, 암환자 진단에 뛰어난 영상의 질을 제공하는 장비이므로 진단과 검사

의 정확성을 위해 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PET 시스템 도입이후 경영지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3년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 기간 중 한 달 평균 핵의학과 PET 시스템의 손

익분기점, 한계이익률, 안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PET 시스템의 총 수익액은 130,330,333원이며 총 건수는 157건,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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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105,538,116원, 총이익금액은 24,792,217원으로 분석되어 수익률은

19%이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접인건비는 11,170,083원이며 간접인건비는

7,126,513원이다. 직접재료비는 30,964,367원이며, 직접경비는 49,979,710원,

간접경비는 6,297,443원이다.

손익분기점은 PET 시스템의 5년간 손익분기점을 산출한 결과 손익분기

수익액은 4,767,672천원이며, 손익분기 사용건수는 6,549건이다. 그리고 일

별 사용건수는 5건으로 분석되었다. 즉 PET 시스템이 병원 운영 수지상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일 사용건수가 5건을 유지해야 5년 이내 BEP(손

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한계이익률의 총수익은 130,330,333원이고 변동비는 38,417,867원,

고정비는 67,120,249원이므로 PET 시스템의 한계이익률은 71%이며 안전율

은 매출액 130,330,333원이고, 손익분기점매출액은 79,461,200원[5년간 손익

분기점매출액 4,767,672,000원/60개월]이므로 PET 시스템의 안전율은 39%

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PET 시스템의 안전율이 20%이상이므로 안

전성이 있으며 병원 경영수지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은 병원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진단과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급증하는 서비스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비급여 장

비는 다른 장비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따라서 병원들은 경영수지를 개선

하기 위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고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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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하기 전에 도입계획서 작성 시 장

비특성에 따른 예상이용도와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보다 충실한 계획서 작

성이 필요하며, 타 병원 운영 현황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이나 억제보다는 정확한 검토기능과

효율적인 분석기법이 추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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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Ceeeennnntttteeeerrrriiiinnnngggg aaaarrrroooouuuunnnndddd ppppoooossssiiiittttrrrroooonnnn eeeemmmmiiiissssssssiiiioooonnnn ttttoooommmmooooggggrrrraaaapppphhhhyyyy ----

Sung-Chan N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Hum Yu, M.D., Dr.P.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results ,ie.

usage, gain, and gain ratio, based on expected usage and expected gain

proposed on the introduction plan before the introduction of expensive

medical equipments. Furthermore, earings analysis and management

index calculation, ie., break-even point, marginal profit, and margin of

safety ratio, were done through cost analysis. After the actual profit,

number of usage, and direct cost of PET system were investigated

from June 1 to August 31, 2003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t

A University Hospital, indirect cost was calculated through the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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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ccount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xpected number of usage of PET system through usage

analysis was 100 times per month. However, the actual number of

usage was 157 times per month, showing the ratio of expected usage

per actual usage of 157%.

2. The results of analyzing profit from the PET system in the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howed that the total average

monthly profit was 130,330 thousand won, the total number of usage

was 157 times, the total expense was 105,538 thousand won, and the

total amount of profit was 24,792 thousand won, showing the profit

rate of 19% during the investigated period, ie., from June 1 to

August 31, 2003.

3. When the break even point for 5 years was calculated from the PET

system, the amount of break even profit was 4,767,672 thousand won,

and the number of usage for break even was 6,549 times. The daily

break even usage was 5 times.

4. The marginal profit by the PET system was 71%, and the margin of

safety ratio was 39%.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marginal profit by the PET system

was 71%, exceeding the fixed cost, and the margin of safety ratio was

more than 20%, boosting hospital income. Thus, in order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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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income, hospitals should provide high-tech medical services by

introducing expensive medical equipments despite high investment cost.

However, the plan of introduction should be prepared carefully by

considering expected usage and expected prof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quipment and actual verification is needed by

evaluating actual operation at other hospitals.

The major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the PET system is

limited to large hospitals having many patients since the system is a

high-tech equipment operable only in the space equiped with a

cyclotron. Thus, there is a limitation in apply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t other hospitals. In addition, external factors such as diagnostic

and test effect and patient servic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ad not been considered since the analysis

was done in the area limited to usage and profi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not be applied to any general hospitals since the number of

outpatient patients, ratio of bed usage, and number of departments

involved are diffe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n opportunity to remind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at hospitals including medical equipments.

Active studies are expected on the criteria of investment at hospitals

and techniques of introducing new medical equipments.

Key words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ost, expense, break-even

point, marginal profit, margin of safe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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