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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대형병원의 의사직 성과급제도의 시행여부와 시행방법 등을 조사하고, 도입 후

병원경영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31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성과급제의 실질적 효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에서 성과가 있다라고 응답

하고, 2000년 이후 성과급제를 도입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실적을 근거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형병원 중 26개(83.9%) 병원이 의사직 대상 성과급제를 도입

하고 있었다. 수익증대를 주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의사개인 및 혼합(개인+과)을 대상으로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병원이 재무적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성과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은 매출액의 약 1% 전후의 재원을 가지고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

고 있었다.

둘째,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26개 병원 중 16개(61.5%) 병원은 성과가 있

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중 2000년 이후 성과급제를 도입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 전후 년도별 진료실적을 근거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의료수입 및 환자수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문의 1인당 생산성 측면에서 환자수

는 감소하였고, 수입은 약간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병원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으나, 진료수입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인력은 성과급 도입 전보다 증가폭이 커 전문의 1인당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전문의 수 증가는 병원의 외형적 성장의 성과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성과급제의 도입현황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으나, 성과급제의 효과분석은 경영성과에 미치는 내외부적 변수들이 너무 많



- vi -

이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다. 향후

성과급제의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의료계의 특수성을 살린 성과급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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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배배배배경경경경

최근 의료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국내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경영환경은 날

로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에 대한 통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의

료기관 수의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국민

의 교육수준 향상과 소득증가 등으로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의 증가와 욕구는 날

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환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

어 지고 있다. 병원 내부환경 또한 인건비와 관리비용의 증가로 병원경영이 어려

워지는 등 전통적 내부적 관리에 의존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관리의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이 병원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생존과 발전을 추구해 가는 접근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외부적인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조직 내부적인 관리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병원생존을 위해 외부환경의 개선

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내부관리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병원이 되어야만 생

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유승흠, 1998).

최근 많은 병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혁신, 서비스의 향상, 의료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많은 대형병원들이 인건비 비중의 증가로 부단한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

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료진(의사)의 급여가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비

율은 약 25%이상 이라고 한다(유기현, 1998).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

으로 성과급제도를 선호하거나 시행하는 병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급제도의 실행으로 많은 병원들이 병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 의

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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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을 유도 및 확립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유기현,

1998).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경영과제 달성실적, 매출액, 매출이익, 원가

절감, 경영혁신 관련사항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런데 병원의 모든 진료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진다면 이는 진료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과

로서 많은 불만과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의사는 병원 수익을 창출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며 고객 접점에서 진료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성과급제도의

의미는 병원이 창출한 초과적 이익을 필요에 따라 조직 및 팀, 개인의 업적에 따

라 차등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적 성과급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직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여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실시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성과에 따라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의사의 진료

의욕을 고취시키고 병원의 생산적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병원직

원의 인당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의사에게 성과에 대한 금전적

ㆍ비금전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시 함으로써 의사의 진료 의욕을 제고하고

병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면 병원의 전체적인 인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성과급이 병원의 경영성과를 향

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급의 성과급제 도입 실태,

평가방법, 평가지표, 보상방법 등이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도입

병원의 경우 시행 이후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연구 사례 보고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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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연연연구구구구목목목목적적적적

이 연구는 대형병원의 의사직 성과급제도 도입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 분

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중 평가 후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 전후의 효과분석을 실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병원의 의사직 대상 성과급제의 도입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성과급제 도입병원의 성과평가 방법, 재원확보 방법, 보상 방법 등 성과급

제 운영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성과급제 도입 병원 중 도입 후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후의 효과를 진료실적 자료를 근거로 세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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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고고고고찰찰찰찰

1111....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제제제제도도도도

성과평가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된 표준 예산 그리고 목표 등을 실제 결과와 비

교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업가치 증진에의 공헌도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성과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과평가를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보상제공

및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능률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성과평가가

제도화 되어 주기적으로 활용될 때 이를 성과평가제도라고 한다(Kaplan과

Atkinson, 1991).

측정(measurement)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대상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가(evaluation)란 측정은 물론 측정의 결과로 구해진 측정치에 근거하

여 중요성이나 가치 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이 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성과측정과 성과평가는

혼용하여 쓰이고 있으나, 두 용어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평가가 제도화되어 주기적으로 활용될 때 성과평가시스템(performance

evalu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측정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측정대상, 측정자, 측정지표, 측정기준 및 측정방

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측정대상은 성과측정의 목적물로 흔히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활동결과를 나타내는 실적(result) 또는 활동수행과정(process)으로

대변된다(신홍철, 1998).

Neely등(1995)은 성과평가는 성과를 창출하는 계량화과정을 의미하며, 성과 측

정치는 활동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며, 성과평가제도는 이러한 기준

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성과평가제도의 구성을 세 가지의 기본적인

접근 틀(방향)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틀은 성과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모든 적합한 타원들을 망라한 개별 성과지표들을 설정하고, 두 번째 틀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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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성과지표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마지막

틀은 구축된 성과평가제도와 기업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성과평가제도의 설계시 고려되어야 될 기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이창대, 2003).

첫째, 모든 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목표 또는 전략을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셋째, 운영통제시스템으로서의 성과평가제도는 최종적인 결과보다는 이를 가져

오게 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제도는 조직 내의 상위조직과 하위조직 또는 횡적인 부서간의

상충되는 행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2222....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제제제제도도도도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가가가가....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의의의의 의의의의의의의의

성과급은 기본급과는 달리 종업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형태로써 기업의 노동성과를 자극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

하면 종업원이나 집단의 노동능률 내지 성과인 업적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임

금제도로서 능률급 또는 인센티브(incentive)임금제라고도 하며 고정급과는 달리

부정액적이고 변동급적인 점에 그 특징이 있다(최종대, 1995).

성과급은 초기 산업공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긴 했으나, 그 후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관리자들이 작업자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보다 많은 생산을 할 것

이라는 전제하에 작업자들의 생산성에 따른 임금지급을 고안했던 것으로부터 비

롯되었다. 즉 성과급을 통하여 기본급 이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종업원

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에 공헌하도록 동기(motivation)를 증대 시키고자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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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이 성과급은 초기에 종업원들의 낮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저생산성

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 대두되었다.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생산량, 생산액, 부가가치, 이윤액, 원가절감액, 근

로시간 및 근로성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생산량, 이윤액, 노동성적 등

의 기준을 이용하여 성과의 요인을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하고, 개인 및 집단의 생

산성을 임금과 관련시키고 있다.

성과급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 되고 있다. 인센티브제도의

자극대상에 따라 개인을 선택하는 개인성과급제도와 집단을 선택하는 집단성과급

제도로 크게 분류된다.

나나나나....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종업원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는 그림 1과 같이 전략적·관리적 그리

고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여 조직전략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조직전략

(장단기

목표와 가치)

개 인

행 동

제약조건

(조직문화,

경제적 여건)

개인속성

(지식/기술/능력)

객관적 결과와

성과평가

전략적 목적

(조직성과의 효율성)

관리적 목적

(보상,승진,전환배치

해고, 노사관계 등)

객관적 목적

(종업원 개발과

훈련)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고고고고려려려려사사사사항항항항 결결결결과과과과 및및및및 목목목목적적적적

그림 1. 일반적 성과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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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목적

성과평가는 종업원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 전략을 효율적

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조직전략은 성과결과를 위해

필요한 각 기능들의 통합적 노력, 특히 종업원들의 노력을 요구하는데 종업원들이

조직전략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노력을 증진한다면 조직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성과평가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가 무

엇인지를 알게 한다. 예를 들어 조직이 창의적 업무행동을 강화한다면, 구성원들

은 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력이 창의적 인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효율

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면,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원가절감, 생산력 증진

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통해 높은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

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듯 조직전략을 성과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곧 조직

가치와 목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이진규, 20

04) 물론 조직전략이 수정되어 조직목표와 방향이 바뀌면 성과평가 또한 다르게

수행되어져야 한다. 변화된 성과평가는 변화된 조직전략에 맞도록 구성원들의 행

동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 조직전략 - 성과평가 - 성과보상을 통한 종업원들의

학습으로 종업원들의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이 이루어진다. 그림 2에

제시된 성과평가를 통해 종업원 행동수정의 주요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목표 설정: 조직목표를 설정한다. 예컨대 시장점유율이 조직목표라면 종업

원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제품의 질 개선, 그리고

효과적 유통구조의 구축 등이 필요함을 지각하게 된다.

성과평가기준의 설정: 조직목표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

는 기준을 설정한다. 여기서 기준은 조직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여 종업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평가기준을 말한다. 예컨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종업원

들은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다량의 제품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반면 제품의 질을

평가하면, 종업원들은 오직 품질개선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성과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개인 혹은 집단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

고 성과평가결과를 피드백한다. 특히 성과평가기준에 의한 결과정보를 피드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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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조직목표가 생산성 향상인 경우, 원가절감이나 투자수익률 향상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야만 한다. 만약 제품시장의 고객만족도로 종업원을 평가한

다면 결과적으로 종업원의 행동수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종업원들의

업무행동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조직목표에 의한 성과결과 피드백은 자신의 성

과가 조직의 어떤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는지를 다시 지각하게 하고, 어떤 행동수

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조직의 목표 설정

조직의 목표에 의한

성과평가 기준 설정

성과평가

성과평가결과

피드백

성과보상

종업원들의 행동수정 필요성 지작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

종업원 행동 수정

그림 2. 성과와 종업원의 행동 수정

성과보상: 성과보상은 종업원들의 행동수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초등학생이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나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 초

등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지각하게 된다. 반면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벌을 받는다면,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그리

고 다음에는 긍정적인 보상이 있는 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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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의 행동수정 역시 자신이 수행한 결과와 보상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수

정된다. 긍정적인 성과 보상은 종업원들의 행동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성과 보상은 그러한 결과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2) 관리적 목적

성과평가는 종업원들의 임금, 승진, 해고, 직무배치, 개인성과에 대한 인식 등

종업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업원들은 임금 상승을 위한 조건으로 자

신의 업무성과 향상을 제시할 수 있다. 조직에서는 종업원을 평가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조직성과 평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배

분할 수도 있다. 종업원 해고 또한 성과평가에 기초한다. 조직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정도를 파악하여 기여도가 낮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성과가 높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

다.

성과평가는 직무배치도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성과평가가 낮은 종업원의 경우

그의 직무적성을 다시 파악하여 적합한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다(Baron & Kreps,

1999:211). 개인성과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성과를 객관적으

로 피드백 받음으로써 직무수행 결과의 수정과 개선을 유도한다.

3) 개발 목적

성과평가를 통해 종업원 스스로가 자기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이 무엇이고 어떤

훈련과 개발이 요구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종업원들은 자신의 경력개발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을 스스로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조직목표 - 성과평가 - 성과보상의

연계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개발

을 하게 한다.

또한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구성원들간, 특히 상사와 부하간 의사소통,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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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물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는 평

가자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피평가자는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다다다다....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의의의의 원원원원칙칙칙칙

조직은 종업원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전략의 방향과

성과평가의 목적이 일치되어야 한다. 성과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종업원

들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직에서 사용할 성과평가방법은 실제 사용 가

능한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 성과평가 원칙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전략적 일치성

모든 인사활동이 그러하듯 성과평가도 조직전략과 일치되어야 한다. 전략적 일

치성(strategic congruence)은 조직의 전략, 목표, 그리고 문화와의 적합성을 말

한다. 예컨대 팀 성과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을 측정· 보상하는

것은 구성원간 경쟁과 서로의 배타심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전략적 일치성에 맞도

록 팀별 측정과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객서비스를 지향하는 조직의 성과

측정은 종업원들이 얼마나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신뢰성

성과평가의 신뢰성(reliability)이란 성과평가가 주관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평가하더라도 동등한 결과가 얻어지는 객관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과평가의 일관성(consistency)을 검토하는 것으로 동일한 피평가자에 대해서 다수

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업원의 업무결과를 상사 1은 A로, 상사 2는 D로, 상사 3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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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였다면 신뢰성이 없는 성과평가라고 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신뢰성이

없다면,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기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

히 성과평가의 근본 취지 중 하나인 종업원 관리와 개발 목적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3) 타당성

성과평가의 타당성(validity)은 평가하고자 하는 제반 특성들을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 평가내용이 평가목적을 잘 반영하

고 있을 때 성과평가의 타당성이 크다고 말한다. 예컨대 팀장승진에 대한 의사결

정을 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자. 이러한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의 경우 그

사람의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팀장으로서 역할수행에 적합한 요건, 즉 리

더십, 업무추진력, 인간관계능력 등도 역시 평가되어야 한다.

4) 수용성

수용성(acceptability)이란 피평가자들이 성과평가의 목적, 필요성,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고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성과보상은 성과평가

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공정한 성과평가에 반발할 경우 공정

한 성과보상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성과평가의 수용성을 조직이 획득하

지 못할 경우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직에서는 새로운 성과평가를 시작한 때는 물론이고 기존 성과평가 역시 그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항상 종업원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성과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홍보기간을 설정하거나 홍보기간 동

안에 새로운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을 주지시킨다. 새로운 성과평가기법은 종

업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시행한다.

5) 실용성

실용성(practicability)이란 성과평가제도를 조직 상황에 비추어 성과평가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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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고려한 것을 말한다. 예

컨대 팀단위로 일정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에 대한 평가를 구성원들간 상대

적인 서열로 등급을 나누어 평가한다고 하자. 그러면 팀구성원들은 팀목표에 대한

몰입과 협동보다는 개인별 공헌의욕이 높아져 팀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다.

더구나 성과평가는 조직에서 채택하는 평가기법에 따라 성과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진다. 성과평가기법에서 후술되겠지만, 각종 행동평가는 평가자와 피

평가지가 함께 평가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반

면 성과결과에 대한 서열법이나 강제할당법은 일괄적인 평가항목만 있으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 저렴하다.

이상의 종업원 성과평가는 어떤 평가기법을 사용하든 조직전략과의 일치성, 성

과평가의 신뢰성, 타당성, 수용성, 실용성 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3333....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의의의의 유유유유형형형형

실적급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세

가지 범주란 ①개인차원의 성과급(individual incentive plans), ②집단차원의 성과

급 (team-based incentive system), ③조직 차원의 성과급(organizational

incentive plan)을 말한다(DeCenzo and Robbins, 1999: 334-341; Carrell, et

al.,1995: 519-529).

가가가가.... 개개개개인인인인차차차차원원원원의의의의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으로 i)도급제(piecework plan), ii)기준시간제

(standard hour plan), iii)판매 커미션(sales commission), iv)상여금(bonus), v)

실적에 따른 승급 등을 들 수 있다. 종업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유인급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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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는 생산단위(unit produced)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기준

시간제는 표준적 산출에 대한 기본보수를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시간당 표준산출

을 초과하는 산출에 대해서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방법이다. 판매 커미션은 재화

·용역을 판매한 대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보너스는 그때그때의 생산

실적에 직결시키지 않고 실적을 종합하여 추가적 보수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

법이다

나나나나.... 집집집집단단단단차차차차원원원원의의의의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

팀별 성과급 또는 집단성과급은 작업집단(team)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다. 집단성과급제를 시행하려면 직원들이 작업집단을 구성하게 하고 집단별로 집

단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들이 집단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직무

수행성과도 집단을 단위로 측정 ·평가하며 성과급의 지급도 집단을 단위로 시행한

다. 집단구성원들은 집단에 주어진 성과급을 분배한다.

집단차원의 성과에 집단차원의 보수를 연계시킨 집단성과급은 작업집단의 응집

력과 협동적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용을 거둘 수 있

으려면 집단의 업무수행목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구성원들이 이를 잘 이해해야 한

다. 집단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신뢰의 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단은 과

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적절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의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도입하는 집단성과급

은 그것대로 폐단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얹혀 거저

먹으려는 '무임승차자' (free-rider or social loafer)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개인

별 목표의 경우보다는 집단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연계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다다다다.... 조조조조직직직직차차차차원원원원의의의의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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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차원의 성과급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에 대한 조직구성

원들의 기여를 인정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조

직차원의 성과급은 대개 이윤증가, 노동비용절감, 노동비용에 대비한 부가가치증

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소 모호한 실적기준에 따라 장래의 동기유발을 겨

냥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조직차원의 성과급은 이윤분배적 성과급(profit-sharing)

과 생산성향상 성과급(gain-sharing)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윤 분배적 성과급

은 조직 전체가 얻은 이윤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생산성향상

성과급은 시간 ·물자 ·비용의 절감과 같은 생산성 지표에 연결한 성과급이다.

미국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생산성향상 성과급 결정방법 가운데서 자주 인용되

는 것은 ①Scanlon Plan, ②Lincoln Electric Plan, ③Rucker Plan,

④Improshare Plan 등이다.

Scanlon Plan은 1935년에 Joseph Scanlon이라는 노동운동가가 개발한 月別

상여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동비용감축에 역점을 둔 것이다. 상여금산정은 총생

산비용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비용의 비율이 표준노동비

용 비율보다 낮아지면 그로 인해 생긴 이윤을 고용주와 노동자, 사내유보의 세 가

지 몫으로 나누어 분배한다.

Lincoln Electric Plan은 집단적인 연말상여금, 고용조건의 보장, 그리고 개인

상여금을 결합한 제도이다.

Rucker Plan은 노동비용에 대비한 부가가치(value added)를 기준으로 상여금

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순 판매고와 생산비용의 차이를 말한다.

부가가치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율이 평균비율보다 낮아지면 그로 인한 비용절감

부분의 일부는 사내유보로 하고, 나머지를 고용주와 노동자가 분배한다.

Improshare Plan은 생산단위당 표준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및 비용을

산정한다. 표준노동비용보다 실제비용이 낮으면 이를 보상한다.

정부부문에서는 제약이 많아 사용되는 성과급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성과급적

기준을 기본급의 결정에서 일부 고려하는 방법, 상여금을 월별 ·분기별로 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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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방법, 모범적인 또는 우수한 직원으로 선발된 사람들만

을 대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주로 쓰여 왔

다.

4444....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의의의의 효효효효용용용용

성과급의 효용이란 바로 성과급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성과급제도의 효용내

지 이점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처우의 형평성구

현이며 다른 하나는 동기유발효과이다. 성과급제도의 효용은 이렇게 간단히 구성

되지만 현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호소력은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뒤에 지적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도의 적용은 확산되어가고 있다.

첫째, 성과급은 보수지급의 형평성을 실질화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성과급은

맡은 직무의 실천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이며, 조직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보다 실

제적 공헌 내지 실현된 공헌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기 때문에 형평성 구현을 보

다 실질화할 수 있다. 성과급은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가

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보수라 할 수 있다. 성과급은 유인-기여의 상호주의적 관계

설정에 대한 요청과 형평성있는 교환관계의 설정에 대한 요청에도 일관되는 것이

다.

둘째, 성과급은 동기유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보수를 직무수행실적에 결

부시킴으로써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수한 직무수행자가 인정감과 처우에 대한 형평감을 갖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보수가 직무수행성과에 연계된다는 기대감은 동기를 유발한다. 그리고 처우의 형

평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동기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열등한 직무수행자들이 직

무수행을 개선하거나 조직을 떠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 과학적 근무성적평정을 촉진하고 생산성에 관한 상하간의

의사전달을 촉진한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직의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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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효용이 발휘되면 관리자들은 보수를 효과적인 관리도구로 사용하여 직원

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5555.... 성성성성과과과과표표표표준준준준과과과과 척척척척도도도도

성과란 기업의 전체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구성하는 부문별 기능별 그

룹 및 개인으로서 달성하여야 할 성과이다. 이들 그룹별 혹은 개인으로서 달성하

여야 할 성과는 경영계획 입안의 단계에서 있어 각 그룹 및 개인이 각각의 성과

를 실현하는 것에 따라 기업전체의 성과가 실현될 수 있다는 형태로 전체를 하나

의 체계로서 명확히 만들어진 성과인 것이다. 조직체의 각 부문책임단위의 성과는

조직의 전체목적의 달성에 대한 그 책임단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전체목적의

달성에 얼마나 공헌했는가에 의하여 측정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부문책임단

위의 성과측정척도는 조직의 전체목적의 내용과 각각의 목적이 장기 및 단기의

중요성의 정도 및 부문책임단위가 하여야 할 역할ㆍ기능이라는 요소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이익

을 실현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에 대한 공헌으

로 측정하는 것이 부문책임단위의 사업부나 부문의 성과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된

다. 이 때문에 각종의 이익, 수익, 원가의 개념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다.

성과표준이란 원가 통제나 성과평가의 기준으로서 특정작업의 효율적 수행여부

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 또는 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성과표준은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되어야 하며 표준설정 후에 예

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표준이 더 이상 성과평가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상황에 적합하게끔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표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첫째, 피 평가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어느 활

동을 표준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둘째, 성과표준을 누가 설정할 것인가? 셋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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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준의 달성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피 평가자의 성과는 피 평가자가 책임을 지고 통제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만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 평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요소에 대하여 성과

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위배되기 때문이다. 성과표준의 설정대상과

관련하여 또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원가나 수익과 같은 재무적 지표에 대하여만

성과표준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수량, 품질, 시장점유율, 종업원회전율 등 다양한

측정치를 포함하여 성과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표준을 설정하는데 최고경영자가

단독으로 표준을 설정하여 하위경영자에게 부과하는 방법, 하부경영자가 직접 자

기활동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상부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즉, 피평가자인 하부경영자와 평가자

인 상부경영자가 함께 성과표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과표준은 하부경영자에 의해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통제 받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과 성과보고서는 각 개인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 및 숙련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표

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성 및 숙련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표준 설정시 또 다른 고려상황은 피드백 과정이다. 피드백 과정에 있어서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상이다. 성과평가와 보상이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양호한 성과에는 보상, 불량한 성과에는 벌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성과평가제도는 종업원들에게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의 분권적 조직에서는 책임중심점의 이익중심점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사적 성과

평가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분권적 단위의 성과평가에 이용함으로써 분권적 단위

와 기업사이의 목표일치를 달성하기 쉽다.

책임중심점의 이익중심점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순수 정의에 의한

이익중심점은 이익에 대한 특정한 척도가 매 기간 결정되는 조직단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이익중심점은 부문의 의사결정과 창의력을 고취시키는 점을 나타

내지 못한다. 이익중심점의 많은 관리자는 단지 이익이라는 수치에 의해서가 아니



- 18 -

라 해당 조직단위의 고정투자와 관련시킨 이익수준에 의해서 평가되기도 한다. 이

러한 경우의 조직단위인 책임중심점을 투자중심점이라고 한다. 투자중심점의 전형

적인 성과평가척도는 투자수익률(ROI)과 잔여이익(RI)이 있다.

회계제도는 재무보고 및 조세의 목적상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런 배

경 하에서는 기업조직은 재무적 성과평가척도를 이용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익

이 가장 일반적 내지 포괄적인 재무적 척도인 것이다. 부문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이익지표의 척도로 변동공헌이익, 관리가능이익, 부문공헌이익, 세차감전부문공헌

이익이 있다. 성과평가척도로서 이익도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익측정

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해 왔다. 기간이익보고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리자가 단기보고이익을 위하여 장기수익성을 희생

시키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6666....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의의의의 약약약약점점점점과과과과 제제제제약약약약

성과급 자체의 약점 그리고 실천상의 제약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 특히 정부조

직에서의 제약요인은 더 많다(DeCenzo and Robbins, 1999: 335: Nigro and

Nigro,1998: 282-283; Carrell,et al., 1995: 518-528). 다음에 논의하는 약점과

제약은 대체로 감독자 평정에 의존하는 개인차원의 성과급을 준거로 하는 것이다.

가가가가.... 동동동동기기기기유유유유발발발발 효효효효과과과과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의의의의문문문문

성과기준에 의한 추가적인 금전지급이 동기유발과 생산성향상에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대이론, 학습이론, 형평이론 등은 외재

적 동기유발에 주된 관심을 갖는 이론들이다. 이런 이론들을 지지하는 증거도 있

지만, 그렇지 않은 이론과 증거도 있다. 금전적 유인이 외재적으로 동기를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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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하고 내재적 동기유발을 방해한다는 이론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금전지급과 같은 외재적 유인이 동기유발의 효과를 갖는다 하더라도 성과급의 논

리가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유발을 너무 강조한다는 흠절은 지우기 어렵다.

성과급제의 시행은 동기를 유발하는 적극적 강화요인이 아니라 소극적 ·처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받게 될 불명예와 인사상 불

이익에 대한 예상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을 심리적 손상은 대단히 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제 지향적인 전

통적 관리전략에 수반되는 것이다.

나나나나.... 기기기기술술술술적적적적 좌좌좌좌절절절절의의의의 핵핵핵핵심심심심적적적적 문문문문제제제제는는는는 성성성성과과과과측측측측정정정정의의의의 애애애애로로로로

성과급은 '측정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타당한 실적측정이 매우 어렵

다. 정부업무 가운데는 업적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것이 많고, 측정기술도 만족

스러울 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다. 직무수행자의 노력에 의한 성과를 다른 영향요

인으로부터 구분 하는 기술의 발전은 부진하다. 업무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일의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은 가중된다.

평정자들은 평정의 불쾌감(appraisal discomfort) 때문에 시달리게 된다. 공정한

평정이 일부의 부하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때 평정자들은 공정한 평

정보다 차라리 타협적 평정에 안주할 수 있다. 평정자들의 평정능력 제약도 문제

이다.

다다다다.... 경경경경쟁쟁쟁쟁으으으으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소소소소외외외외 그그그그리리리리고고고고 직직직직장장장장 내내내내의의의의 위위위위화화화화감감감감 조조조조성성성성이이이이 문문문문제제제제

성과급제의 시행은 개인간 및 집단간의 경쟁을 격화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성과급제의 시행은 승패의 상황을 조성하며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직장내

에는 위화감이 조성된다. 경쟁 ·소외 ·위화감 조성은 악순환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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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업적은 부풀리고 약점은 감추면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은 깎아내리고 약점은

부풀리려 할 것이다. 동료를 경쟁대상 또는 적으로 간주하는 대인관계는 서로에게

심리적 손상을 주며 단체 정신을 무너뜨린다. 협동적 업무수행은 어려워진다. 단

편적 ·이기적 경쟁은 공동목표 ·조직전체의 목표에 대한 기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경쟁격화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성과급을 도입할 수 있겠지만 무임

승차자의 문제 등 집단성과급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기대한 것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진다. 그들은 비난대상을

찾는다. 관리층의 의도를 의심하고 냉소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성과급이 동기

를 유발하는 효과보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라라라라.... 재재재재정정정정적적적적 제제제제약약약약이이이이 문문문문제제제제

보수예산의 한정과 재정적 경직성이 성과급제의 원활한 운용을 방해한다.

고정된 예산액과 지급조건의 경직성은 융통성있는 유인급여의 지출을 어렵게 한

다. 재정적 경직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선호하는 법체제의 원리도 보

수의 융통성 있는 차등지급을 어렵게 한다.

보수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수하다는 평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성과

급 액수가 보잘 것 없어진다. 그리 되면 우수한 실적을 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유

명무실화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람의 수를 줄이려고 평정결과를 조정하면 평

정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성과급액수가 보잘 것 없을 때 사람들은 보수인상

은 별로 없이 일만 더 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보수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거나 생계비수준에 미달되는 곳에서는 다른 기초적

보수항목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성과급에 배정할 보수예산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마마마마.... 불불불불확확확확실실실실성성성성으으으으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불불불불안안안안감감감감이이이이 문문문문제제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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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미리 알 수 있는 보수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불확정적이고 유동

적인 성과급은 고정비용항목이 많은 가계지출에 차질을 주고 공무원들의 경제생

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나쁜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불

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과 불화가 조장될 수도 있는

성과급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바바바바.... 목목목목표표표표왜왜왜왜곡곡곡곡의의의의 폐폐폐폐단단단단이이이이 문문문문제제제제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측정되고 보상되는 업무에만 치중하고 비측정 ·비보상업무

는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담당 업무 전체의 목표추구에 왜곡이 일어난다. 쉬운

방법으로 목표달성의 양적 기준만을 충족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성과급제는

양적 복종을 조장한다. 직무수행의 양 때문에 질이 희생될 수 있다. 짧은 생각

(short-term men-tality)으로 목전의 성과기준 충족에 급급하게 되면 그들의 노

력이 조직의 목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사사사.... 보보보보수수수수인인인인상상상상을을을을 요요요요구구구구하하하하는는는는 압압압압력력력력을을을을 형형형형성성성성

성과급제는 기초적인 보수액(base pay)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므로

보수인상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자극(보

상)을 원하며, 생산성 향상에 따라 성과급도 계속 인상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는 보수 인상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

아아아아.... 우우우우수수수수한한한한 인인인인재재재재 획획획획득득득득의의의의 어어어어려려려려움움움움

전반적으로 인력획득경쟁이 치열한 경우 또는 전문영역의 희소한 자격자를 영

입하려는 경우, 직무수행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성과급제의 적용은 취업유인을 약

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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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모모모모형형형형

최근 많은 의료기관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성과급제 도입이 급속도

록 확산 되어가고 있다. 대형 의료기관에서 의사직을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성

과평가를 하는지와, 평가 후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성과급제 도입후 실무자들은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

다.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실적을 근거로 성과평가제도

의 도입 전후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

성과급제 도입전 시행병원 “+”효과

“-”효과

미 시행병원

성과급제

그림 3. 성과급제에 대한 연구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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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구제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진행과정에 따라 도식하면 그림 4와

과 같다.

가가가가.... 연연연연구구구구조조조조사사사사 절절절절차차차차

전국의 대학병원 및 교육병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시스템 도입현황을 조사하

였다. 대상병원은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에 가입된 3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지방의 국공립병원은 자료수집의 문제로 제외 하였다. 조사에 앞

서 선행연구 및 경영성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조사 후

효과분석 대상병원의 진료실적을 근거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성과급 도입 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항목 도출

설문문항 확정

대상병원 조사

(기획실 대상)

자료분석

* 성과급제 도입현황 분석

* 도입병원의 진료실적 분석

성과급제 도입후 성과

병원 대상 효과 분석

그림 4. 연구모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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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설설설설문문문문지지지지 구구구구성성성성

의사 성과급제 도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크게 8개의 부분으로 구성

하였으며, 설문문항은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각 문항별로 보기 예문

을 두어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 란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내용

질 문 문항수 기타 질문문항

Ⅰ. 성과평가 시행여부 2 -

Ⅱ. 시행병원의 평가관련 전반적 사항 8 1

Ⅲ. 의사개인별 성과평가 방법 5 3

Ⅳ. 진료과 성과평가 방법 5 3

Ⅴ. 성과측정 지표 2 -

Ⅵ. 성과평가 시행 이후 성과 3 4

Ⅶ. 미시행 병원 1 -

Ⅷ. 일반적인 특성 4 1

계 30 12

다다다다.... 조조조조사사사사방방방방법법법법

작성된 설문지에 대해 조사병원 중 2개의 병원을 선정,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후 수정 보완 후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조사대상

병원 기획실에 성과평가 관련 실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필요에 따

라 각 병원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도입현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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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설설설설문문문문 분분분분석석석석

도입병원을 대상으로 각 설문문항에 대해 평점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도입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병원의 실무담당자가 성과급제 도입 후 긍정적 성

과가 있다라고 한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마마마....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도도도도입입입입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효효효효과과과과분분분분석석석석

성과평가제 도입후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 도입

전후의 효과에 대해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분석 자료는 진료과별 진료실적

을 근거로 도입 전·후 2년간 진료실적을 근거로 환자수 및 수입증가 현황을 분석

하였다. 진료실적 자료는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 각 병원별 진료실적 자료를 분석

하였다. 효과분석은 성과평가 전후 년도별 환자수, 진료수입 증가율을 분석하고,

의사 1인당 환자수, 의사 1인당 의료수입 등 생산성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이며 각 병원마다 적용방법이 각기 다

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원 간 비교 보다는 분석병원의 도입 전후 진료실적 증가

여부 등을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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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연연연연구구구구기기기기간간간간

설문지를 2005.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제작하였으며, 4월 11일부터 4월

23일 까지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 34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도 관련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합된 설문자를 4월 30일까지 분석하였으며, 시행병원 중

성과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병원중 2000년 이후 시행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질 문 서 작성 : 2005. 3. 22. ~ 2005. 4. 2.

나. 대상병원 조사 : 2005. 4. 11. ~ 2005. 4. 23

다. 조사내용 분석 : 2005. 4. 25. ~ 2005. 4. 30

라. 진료실적 분석 : 2005. 5. 2. ~ 2005. 5. 9

마. 보 고 서 작성 : 2005. 5. 11. ~ 2005. 6.

4444.... 자자자자료료료료처처처처리리리리 및및및및 분분분분석석석석방방방방법법법법

조사대상 병원에서 수집된 자료는 설립형태별, 병상규모별, 지역별, 전문의 수

등 여러 가지 분류방법에 따라 분석 하였다. 도입병원 중 성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병원을 대상으로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병원급 31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본수가 많지 않은 관

계로 각 설문문항에 대한 단순 평균분석 및 빈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기타 통

계적인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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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

1111.... 대대대대상상상상 병병병병원원원원의의의의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인인인인 특특특특성성성성 분분분분석석석석

가가가가....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조사대상 병원을 설립형태, 소재지, 병상수, 전문의수 등 4가지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

구 분 응답수(%)

설립형태

학 교 법 인 22 (71.0)

재 단 법 인 4 (12.9)

의 료 법 인 3 (9.7)

사 회 복 지 1 (3.2)

특 수 법 인 1 (3.2)

소재지

서 울 15 (48.4)

경 인 6 (19.4)

기 타 광 역 시 6 (19.4)

기 타 4 (12.4)

병상수

500 이하 3 (9.7)

501~1000 22 (71.0)

1001~1500 3 (9.7)

1501 이상 3 (7.7)

전문의수
(명)

100 이하 7 (22.6)

101~150 16 (51.6)

151~200 4 (12.9)

201 이상 4 (12.9)

계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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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성별 세부 분류는 조사대상 병원의 표본수 부족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대그룹으로 재그룹화 하였다. 설립형태는 학교법인 22개병원과 기타 설립형태 9

개 병원으로 구분하였고, 소재지는 서울지역 15개 병원과 서울을 제외한 기타지역

16개 병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병상수와 전문의에 대한 분류기준은 2003년 대

한병원협회에서 발행되는 병원경영통계 자료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분류기준 근거

에 의거 분류하였다. 병상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 병상수인 875병상 이어서

800병상을 기준으로 이상 16개 병원과 800병상 이하 15개 병원으로 구분하며,

전문의수는 100병상당 15.3명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 병상수인 875병상 기

준으로 전문의 인력을 산출할 경우 약 134명 이므로 130명을 기준으로 이상 16

개 병원, 이하 15개 병원으로 구분하였다<표 3>.

표 3. 병원 특성에 따른 분류

구 분 응답수 (%)

설립형태
학교법인 22 (71.0)

기 타 9 (29.0)

소재지
서 울 15 (48.4)

기 타 16 (51.6)

병상수
800 이하 16 (51.6)

801 이상 15 (48.4)

전문의수
130 이하 16 (51.6)

131 이상 15 (48.4)

계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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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인인인인건건건건비비비비 구구구구성성성성비비비비

대상 병원의 총 수입 대비 평균 인건비 구성비는 45~49%의 병원이 14개(45.2

%) 병원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47.2%였다. 총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50% 이

상인 병원도 7개(22.6%) 병원으로 인건비 비중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수입은 진료수입 이외에 건강검진 수입 및 기타

부대수입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사직 인건비의 구성비는 전공의를 포함한 총 수입 대비 의사직 인건비 비율

은 15.1% 이며, 전공의를 제외 할 경우 의사 인건비는 10.6%였다.

인건비 구성비 조사는 설문조사 내용에 총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

인건비 비율을 직접 기록하는 형태로 조사하였다.

표 4. 총수입 대비 인건비 백분율

인건비(%) 응답수 (%)

50 이상 7 (22.6)

45~49 14 (45.2)

40~44 6 (19.4)

39 이하 2 (6.5)

계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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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도도도도 도도도도입입입입현현현현황황황황 분분분분석석석석

가가가가....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 제제제제도도도도 시시시시행행행행여여여여부부부부

조사대상병원 31개 병원 중 26개(83.9%) 병원에서 의사직 대상으로 성과급제

를 시행하였다<표 5>. 31개 병원중 5개 병원은 성과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성과급제를 시행하지 않은 병원 중 4개 병원은 향후 도입할 계획이며, 1개 병원은

아직까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 없다라고 하였다.

표 5. 성과급 제도 시행 여부

<단위: 병원수, %>

구 분 시행
향후

도입예정
도입예정

없음
계

설립

형태

학교법인 18 (81.8) 3 (13.6) 1 (4.5) 22 (100.0)

기 타 8 (88.9) 1 (11.1) 0 (0.0) 9 (100.0)

소재지
서 울 13 (86.7) 2 (13.3) 0 (0.0) 15 (100.0)

기 타 13 (81.3) 2 (12.5) 1 (6.3) 16 (100.0)

병상수
800 이하 13 (81.3) 2 (12.5) 1 (6.3) 16 (100.0)

801 이상 13 (86.7) 2 (13.3) 0 (0.0) 15 (100.0)

전문의

수

130 이하 13 (81.3) 2 (12.5) 1 (6.3) 16 (100.0)

131 이상 13 (86.7) 2 (13.3) 0 (0.0) 15 (100.0)

계 26 (83.9) 4 (12.9) 1 (3.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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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를 미시행 하는 5개(16.1%)병원의 경우 미시행 이유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 의사간 위화감 조성, 병원의 정서 문제 등이었다<표 6>. 미시행 병원중 4개

의 병원은 향후 도입할 계획이나, 1개 병원은 성과급제도 도입예정이 없다라고 하

였다.

표 6. 성과급제 미시행 이유

구 분 응 답 수 (%)

의사간 급여차이로 위화감 조성 2 (25.0)

병원 정서가 성과 평가를 꺼려하여 2 (25.0)

평가의 공정성 문제로 4 (50.0)

계 8 (100.0)

주: 중복응답

나나나나....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도도도도 도도도도입입입입년년년년도도도도

성과급제 시행병원 26개 병원 중 15개(57.7%) 병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11개(42.3%)병원은 2000년 이전 도입하였고, 2000년

이전 도입병원 중 4개 병원은 2000년 이후 성과급제도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다.

<표 7>

표 7. 성과급제 도입년도

도입 년도 응 답 수(%)

1994년 이전 3 (11.5)

1995년~1999년 8 (30.8)

2000년 이후 15 (57.7)

계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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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도도도도입입입입 목목목목적적적적

성과급 제도의 도입 목적은 81.8%가 병원의 수입증대를 위해 도입 하였고, 기

타 고객만족도 향상, 의료의 질 향상, 근무의욕 고취, 교원확보,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표 8. 성과급제 도입목적

<단위: 병원수, %>

구 분 수익증대
의료의

질 향상

고객만족

향상
기타 계

설립

형태

학교법인 19 (76.0) 1 (4.0) 2 (8.0) 3 (12.0) 25 (100.0)

기 타 8 (100.0) 0 (0.0) 0 (0.0) 0 (0.0) 8 (100.0)

소재지
서 울 14 (82.4) 1 (5.9) 0 (0.0) 2 (11.8) 17 (100.0)

기 타 13 (81.3) 0 (0.0) 2 (12.5) 1 (6.3) 16 (100.0)

병상수
800 이하 14 (82.4) 1 (5.9) 0 (0.0) 2 (11.8) 17 (100.0)

801 이상 13 (81.3) 0 (0.0) 2 (12.5) 1 (6.3) 16 (100.0)

전문의

수

130 이하 14 (87.5) 1 (6.3) 0 (0.0) 1 (6.3) 16 (100.0)

131 이상 13 (76.5) 0 (0.0) 2 (11.8) 2 (11.8) 17 (100.0)

계 27 (81.8) 1 (3.0) 2 (6.1) 3 (9.1) 33 (100.0)

주: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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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및및및및 보보보보상상상상 주주주주기기기기

성과급 제도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주기는 분기 단위(34.6%)로 가장 많으며, 다

음으로 월 단위(30.8%)로 성과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였다<표 9>.

표 9. 성과평가 및 보상 주기

<단위: 병원수, %>

구 분 월 격월 분기 반기 년간 계

설립

형태

학교법인 6 (33.3) 1 (5.6) 7 (38.9) 2 (11.1) 2 (11.1) 18 (100.0)

기타 2 (25.0) 0 (0.0) 2 (25.0) 3 (37.5) 1 (12.5) 8 (100.0)

소재지
서울 3 (23.1) 0 (0.0) 4 (30.8) 3 (23.1) 3 (23.1) 13 (100.0)

기타 5 (38.5) 1 (7.7) 5 (38.5) 2 (15.4) 0 (0.0) 13 (100.0)

병상수
800 이하 5 (38.5) 0 (0.0) 3 (23.1) 3 (23.1) 2 (15.4) 13 (100.0)

801 이상 3 (23.1) 1 (7.7) 6 (46.2) 2 (15.4) 1 (7.7) 13 (100.0)

전문의

수

130 이하 6 (46.2) 0 (0.0) 3 (23.1) 2 (15.4) 2 (15.4) 13 (100.0)

131 이상 2 (15.4) 1 (7.7) 6 (46.2) 3 (23.1) 1 (7.7) 13 (100.0)

계 8 (30.8) 1 (3.8) 9 (34.6) 5 (19.2) 3 (11.5) 26 (100.0)

마마마마....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후후후후 보보보보상상상상 방방방방법법법법

성과평가의 보상방법으로는 조사대상 모든 병원이 금전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

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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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바....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재재재재원원원원확확확확보보보보 방방방방법법법법 및및및및 총총총총 수수수수입입입입대대대대비비비비 재재재재원원원원 비비비비율율율율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재원은 조사대상 대부분의 병원들이 선택 진료비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병원이 64.3%로 가장 많았다<표 10>. 또 다른 방법으로 년간

총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법, 수입 목표대비 초과 달성분의 일

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법, 원가계산에 의거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법이었다.

표 10. 재원확보 방법

<단위: 병원수, %>

구 분

년간

총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재원으로

확보

선택진료비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

수입목표

대비 초과

달성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

원가계산에

의거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

의사직

급여의

일부를

떼어

재원으로

확보

계

설립

형태

학교법인 3 (15.0) 14 (70.0) 0 (0.0) 1 (5.0) 2 (10.0) 20 (100.0)

기타 0 (0.0) 4 (50.0) 3 (37.5) 1 (12.5) 0 (0.0) 8 (100.0)

소재지
서울 0 (0.0) 11 (78.6) 2 (14.3) 0 (0.0) 1 (7.1) 14 (100.0)

기타 3 (21.4) 7 (50.0) 1 (7.1) 2 (14.3) 1 (7.1) 14 (100.0)

병상수
800 미만 2 (14.3) 8 (57.1) 2 (14.3) 1 (7.1) 1 (7.1) 14 (100.0)

801 이상 1 (7.1) 10 (71.4) 1 (7.1) 1 (7.1) 1 (7.1) 14 (100.0)

전문의

수

130 미만 2 (15.4) 9 (69.2) 1 (7.7) 1 (7.7) 0 (0.0) 13 (100.0)

131 이상 1 (6.7) 9 (60.0) 2 (13.3) 1 (6.7) 2 (13.3) 15 (100.0)

계 3 (10.7) 18 (64.3) 3 (10.7) 2 (7.1) 2 (7.1) 28 (100.0)

주 : 중복응답

성과급 재원은 조사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4년도 총 수입의 약 0.3% ~

5% 범위 내에서 성과급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1.1%

전후에서 성과급 재원을 확보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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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및및및및 보보보보상상상상 대대대대상상상상

성과평가 및 보상의 대상은 의사 개인을 단위로 평가하는 병원이 16개 (61.5

%)병원, 개인 및 진료과 혼합형 평가가 9개(34.6%) 병원이었으며, 진료과만을 대

상으로 하는 병원은 1개 병원에 불과 하였다<표 11>.

표 11. 성과평가 및 보상 대상

<단위: 병원수, %>

구 분 개인 진료과 개인+진료과 계

설립

형태

학교법인 13 (72.2) 0 (0.0) 5 (27.8) 18 (100.0)

기타 3 (37.5) 1 (12.5) 4 (50.0) 8 (100.0)

소재지
서울 7 (53.8) 1 (7.7) 5 (38.5) 13 (100.0)

기타 9 (69.2) 0 (0.0) 4 (30.8) 13 (100.0)

병상수
800 이하 10 (76.9) 0 (0.0) 3 (23.1) 13 (100.0)

801 이상 6 (46.2) 1 (7.7) 6 (46.2) 13 (100.0)

전문의수
130 이하 11 (84.6) 0 (0.0) 2 (15.4) 13 (100.0)

131 이상 5 (38.5) 1 (7.7) 7 (53.8) 13 (100.0)

계 16 (61.5) 1 (3.8) 9 (34.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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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 의의의의사사사사 개개개개인인인인 단단단단위위위위 평평평평가가가가방방방방법법법법

의사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은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른 의사와 상대평가

를 실시 한다고 56%의 병원에서 응답하여 절대평가 32%보다는 높았다<표 12>.

표 12. 개인평가 방법

<단위: 병원수, %>

구 분 응답수

상대평가 14 (56.0)

절대평가 8 (32.0)

혼합평가 3 (12.0)

계 25 (100.0)

상대평가 방법으로는 의사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의사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인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61.1%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속

진료과내에서 개인별 상대평가 방법이 22.2%였다<표 13>.

표 13. 상대평가 방법

<단위: 병원수, %>

구 분 응답수(%)

의사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개인별 상대평가
11 (61.1)

소속 진료과내에서 개인별 상대평가 4 (22.2)

내과계, 외과계,기타과, 비진료과 등

계열내에서 개인별 상대평가
3 (16.7)

계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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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인별 평가시 의사의 직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66.7%

이며, 33.3%의 병원은 직급에 따라 가중치를 성과평가 결과에 적용하고 있었다

<표 14>.

표 14. 의사 직급에 따른 가중치 적용 여부

구 분 응답수(%)

있다 7 (33.3)

없다 14 (66.7)

계 21 (100.0)

성과평가 결과 개인별 성과급 지급방법은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이 70.8% 가장

많았고, 성과급 지급 금액 만큼 카드 및 영수증 등으로 사후 처리하는 방법 16.7

% 순이였다<표 15>.

표 15. 개인성과 평가시 성과급 지급 방법

구 분 응답수(%)

기본급에 실적에 따라 +α 급여로 지급 17 (70.8)

금일봉으로 지급 2 (8.3)

일정금액 사용후 카드 영수증 등으로 사후처리 4 (16.7)

기타 1 (4.2)

계 24 (100.0)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금액은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봉

의 최대 33%에서 최소 6% 전후에서 지급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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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자.... 진진진진료료료료과과과과 단단단단위위위위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방방방방법법법법

진료과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병원은 상대평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

대평가 방법은 각 진료과별 상대평가 방법과 내과계/외과계/기타과 등 계열별 상

대평가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표 16>.

표 16. 진료과 평가 방법

구 분 응답수(%)

상대평가 6 (60.0)

절대평가 4 (40.0)

계 10 (100.0)

진료과별 성과급 배분 방법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과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화(예: 1~5 등급)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성과급 지급 방법으로는 영수증 등으로 사후 처리하는 방법과, 의

국비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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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차.... 주주주주요요요요 평평평평가가가가 기기기기준준준준((((지지지지표표표표))))

성과급제 시행 병원의 경우 성과측정 지표는 모든 병원이 병원 특성에 맞게 자

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성과평가 측정 지표수를 1~4개를 이

용하는 병원이 16개(61.6%) 병원이며, 이중 1개의 지표만을 이용하는 병원이 6개

이었다. 1개의 지표를 이용하는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

었다<표 17>.

표 17. 성과평가 측정 지표수

구 분 응 답 수 (%)

1~4개 16 (61.6)

5개 이상 7 (26.9)

미공개 3 (11.5)

계 26 (100.0)

성과평가 지표를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무적인

지표로는 진료수입, 의료이익, 선택진료비, 환자수 등의 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

으며, 비재무적 지표로는 고객만족도, 연구논문, 의료분쟁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표 18>. 하지만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간의 평가 가중치는 재무적

지표에 70% 이상의 가중치가 부여 되고 있으며, 재무적 지표에서도 선택진료비,

수입, 이익 등 순으로 금전적 지표에 가중치가 높게 부여되고 있었다.

표 18. 성과평가 측정 주요 지표

구 분 지 표 내 용

재무적 지표
진료수입, 의료이익, 선택진료비, 환자수, 수술건수,

검사건수, 진료비 삭감 등

비재무적 지표
고객만족도, 연구논문, 의료분쟁, 홍보, 재원일수,

신시술적용, 의무기록완결도, 원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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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실적 비교평가 기준은 지급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

는 방법 33.3%,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증가율을 평가하는 방법 19.0%, 직전기간

대비 증가율 평가 14.3% 순이었다<표 19>.

표 19. 지표별 실적 비교 평가 방법

구 분 응 답 수(%)

전년도 실적 평균 대비 증가율 2 (9.5)

전년도 평가 동일기간 대비 증가율 4 (19.0)

직전 기간대비 증가율 3 (14.3)

당해년도 목표대비 달성율 2 (9.5)

지급기간 실적 7 (33.3)

기 타 3 (14.3)

계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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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도도도도입입입입 후후후후 성성성성과과과과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인인인인식식식식여여여여부부부부

가가가가....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시시시시행행행행 이이이이후후후후 성성성성과과과과 인인인인식식식식 여여여여부부부부

성과급제 도입 후 성과여부에 대해 응답한 23개 병원 중 16개(69.6%) 병원은

성과가 약간 있었다고 하였으며, 7개(30.4%) 병원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고

하였다<표 20>.

표 20. 성과급제 도입 후 성과 평가

<단위: 병원수, %>

　구 분
성과가 약간

개선되었다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계

설립

형태

학교법인 11 (64.7) 6 (35.3) 17 (100.0)

기 타 5 (83.3) 1 (16.7) 6 (100.0)

소재지
서 울 5 (50.0) 5 (50.0) 10 (100.0)

기 타 11 (84.6) 2 (15.4) 13 (100.0)

병상수
800 이하 8 (61.5) 5 (38.5) 13 (100.0)

801 이상 8 (80.0) 2 (20.0) 10 (100.0)

전문의

수

130 이하 8 (61.5) 5 (38.5) 13 (100.0)

131 이상 8 (80.0) 2 (20.0) 10 (100.0)

계 16 (69.6) 7 (30.4) 23 (100.0)

성과급 제도 도입 후 성과가 있었다 라고 응답한 병원의 도입후 효과는 수입증

가(60.9%), 환자수 증가(34.8%)가 있었다라고 하였다<표 21>. 성과급 제도 도입

이후 성과가 있었다 라고 응답한 병원 중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후의 실질적

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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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성과급제 도입 후 효과

<단위: 병원수, %>

구 분 환자수 증가 수입증가 기타 계

설립

형태

학교법인 4 (28.6) 9 (64.3) 1 (7.1) 14 (100.0)

기 타 4 (44.4) 5 (55.6) 0 (0.0) 9 (100.0)

소재지
서 울 1 (14.3) 5 (71.4) 1 (14.3) 7 (100.0)

기 타 7 (43.8) 9 (56.3) 0 (0.0) 16 (100.0)

병상수
800 이하 3 (30.0) 6 (60.0) 1 (10.0) 10 (100.0)

801 이상 5 (38.5) 8 (61.5) 0 (0.0) 13 (100.0)

전문의

수

130 이하 5 (41.7) 6 (50.0) 1 (8.3) 12 (100.0)

131 이상 3 (27.3) 8 (72.7) 0 (0.0) 11 (100.0)

계 8 (34.8) 14 (60.9) 1 (4.3) 23 (100.0)

주 : 중복 응답

나나나나....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시시시시행행행행 이이이이후후후후 부부부부정정정정적적적적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내내내내용용용용

성과급제 시행 일부 병원에서 과잉진료, 환자수 감소, 비용증가 등의 역효과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성과금액이 적어서, 성과평가 방법의 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역효과 내용 중 환자수 감소는 성과급제도 이외에 병원 내부

환경과 외부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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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도도도도입입입입 후후후후 효효효효과과과과 분분분분석석석석

성과급제 시행 병원 중 도입후 성과가 있었다라고 조사된 병원을 대상으로 성

과급제 도입 전후의 진료실적을 상호 비교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측

정 내용은 ①의료수입 증가 ②외래환자수 증가 ③의사 1인당 수입 및 환자수 증

가 여부 등에 대해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가가가.... 효효효효과과과과분분분분석석석석 대대대대상상상상병병병병원원원원 선선선선정정정정 및및및및 분분분분석석석석방방방방법법법법

분석 대상병원은 7개 병원으로 선정방법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약분업 이후 성과 평가 시행병원 중 성과급제 도입후 “경영성과가 있다”

라고 설문에 응답한 병원

② 2001년 이후 성과급제 도입 및 평가방법을 개편한 병원

(2000년은 의약분업 여파로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분석 년도에서 제외)

③ 2001년 부터 2004년 까지 실적 분석

- 환자수, 수입실적, 의사인력 등 년도별 증가여부

- 의사 1인당 생산성 분석

표 22. 분석 대상병원의 일반적 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서울지역 : 3병원

기타지역 : 4병원

병 상 수 600 ~ 1,050

전문의 수 100~160명

설립형태
학교법인 : 5병원

기 타 : 1병원

년도별 도입병원수

2002년 : 1병원

2003년 : 3병원

2004년 : 2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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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효효효효과과과과분분분분석석석석 대대대대상상상상 병병병병원원원원의의의의 전전전전문문문문의의의의 인인인인력력력력변변변변화화화화

효과분석 대상 병원의 의사<1>(전문의)인력 증가율은 2001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가율이 병원에 따라 7.8%~33.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15.9% 증

가율을 보였다<표 23>. 성과급제 도입 전후 전문의 증가율은 도입전 4.5%, 도입

년도 3.3%, 도입 1년 이후 7.9% 증가하였다.

효과분석 병원의 년도별 증가율을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도 전문의 증가율

이 평균 9% 전후로 2002년, 2003년의 전문의 증가율 약 2~3%에 비해 높았다.

분석 대상병원의 분석기간 중 외형적 변화, 즉 병상수 변화는 30~40병상 정도 증

가한 병원이 4개 병원이 있었다.

표 23. 분석 대상병원 전문의 인력 증가율 (2001~2004년)

<단위 : %>

　구 분 2001 vs. 2002 2002 vs. 2003 2003 vs. 2004 2001 vs. 2004

A병원 6 14 11 33.0

B병원 2 0 9 11.6

C병원 7 -2 13 17.8

D병원 -2 0 10 7.8

E병원 7 -4 11 13.7

F병원 1 -1 10 10.2

G병원 4 8 4 17.6

: 성과급 시행년도

<1>건강건진 관련 전문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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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도도도도 도도도도입입입입 전전전전후후후후 수수수수입입입입 비비비비교교교교

효과분석 대상병원의 2001년부터 2004년 년간 의료수입 증가율은 13.6% ~28.

8%의 의료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24>.

성과급 도입전 의료수입 평균 증가율이 5.0% 이였으며, 도입년도 7.6%, 도입 1

년 이후 9.5% 증가하였다. 도입 후 평균 8.5%의 의료수입 증가하였다.

표 24. 년도별 의료수입 증가율

<단위 : %>

　구 분 2001 vs. 2002 2002 vs. 2003 2003 vs. 2004 2001 vs. 2004

A병원 3.5 7.7 9.7 22.2

B병원 6.7 2.9 9.0 19.7

C병원 6.6 0.0 6.6 13.6

D병원 5.2 9.1 8.4 24.4

E병원 7.7 7.5 9.4 26.6

F병원 5.6 12.7 8.2 28.8

G병원 -0.3 12.7 11.5 25.2

: 성과급 시행년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보험수가 인상 9.8% 보다 효과분석 대상병원의

의료수입 증가율이 2~3배 높았다.

표 25. 년도별 의료보험 수가 인상률

년 도 2001.1 2002. 4.1 2003.1 2004.1

인상율(%) 7.08 -2.90 2.97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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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인 수입증가율 보다 실질적인 수입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의 1인당

도입 전후 의료수입 증가율을 분석하였다<표 26>.

도입 전 0.8% 증가, 도입년도 4.7% 증가, 도입 1년 이후 1.7%증가, 도입 이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과급제 도입 년도를 기준으로 도입 년도에

는 1개 병원을 제외하고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도입 1년 경과 후 증가율

이 낮아진 이유는 전문의 수 증가, 해당 병원의 내외부적 요인 등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전문의 1인당 성과급 도입 전후 의료수입 증가율

<단위 : %>

구 분 전2년 전1년 도입 후1년 후2년

A병원 2.5 -5.2 -1.1 　 　

B병원 4.7 2.6 0.4 　 　

C병원 　 0.0 1.8 -5.3 　

D병원 　 0.7 8.7 -1.8 　

E병원 　 5.3 12.4 -1.9 　

F병원 　 　 6.4 13.7 -1.8

G병원 　 -4.5 3.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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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 도도도도입입입입 전전전전후후후후 외외외외래래래래 환환환환자자자자수수수수 비비비비교교교교

효과분석 대상기간의 외래환자수 증가는 2001년 대비 2004년 분석 대상병원

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도에는 -0.6%, 2003년도에는 3.2%,

2004년도에는 1.6%의 외래환자가 증가하였다.

도입 전 -0.7% 증가, 도입년도 4.3% 증가, 도입 1년 이후 0.9%증가, 도입 이

후 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효과분석 병원의 2001년 대비 2004년 전문의수 증가율 13.2% 비해 외래환자

수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즉, 전문의 의사수 증가율에 비해 외래환자수 증가율

은 낮았다<표 27>.

표 27. 년도별 외래환자 증가율

<단위 : %>

　구 분 2001 vs. 2002 2002 vs. 2003 2003 vs. 2004 2001 vs. 2004

A병원 1.0 -0.7 2.8 3.2

B병원 0.3 0.0 5.8 6.2

C병원 -4.2 9.2 -7.5 -3.2

D병원 -0.7 4.6 5.2 9.3

E병원 0.1 2.8 -0.5 2.4

F병원 1.1 2.5 3.7 7.5

G병원 -1.6 3.9 2.0 4.4

: 성과급 시행년도

성과급 도입 전후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증가율은 도입전 -4.6%, 도입년도 1.

6%, 도입 1년 이후 -6.3% 감소하였다. 도입년도에 일부 병원에서 외래환자 증가

율을 보이다 도입 1년 후 감소하였다<표 28>. 외래 총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

으나 전문의수 증가로 의사 1인당 환자수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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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전문의 1인당 성과급 도입 전후 년간 외래환자 증가율

<단위 : %>

구 분 전2년 전1년 도입 후1년 후2년

A 0.4 -12.5 -7.3

B -1.5 -0.4 -2.5

C -10.1 11.3 -17.9

D -5.1 4.3 -4.7

E -2.1 7.6 -10.8

F 1.9 3.4 -5.9

G -5.7 -4.2 -1.8

마마마마....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도도도도입입입입효효효효과과과과 종종종종합합합합분분분분석석석석

성과급제 도입 후 전문의 수 및 의료수입의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

면에 전문의 1인당 의료수입 및 환자수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29. 도입효과 종합 분석

<단위 : %>

구 분 도입전 도입년 도입 1년 이후

전문의수 증가율 4.5 3.3 7.9

의료수입 증가율 5.0 7.6 9.5

환자수 증가율 -0.7 4.3 0.9

전문의 1인당 의료수입 증가율 0.8 4.7 1.7

전문의 1인당 환자수 증가율 -4.6 1.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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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제제제제 도도도도입입입입 병병병병원원원원의의의의 유유유유형형형형 분분분분석석석석

조사 병원 중 성과급제를 실제로 도입하는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형은 크

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가가가.... 유유유유형형형형 1111 ((((선선선선택택택택진진진진료료료료비비비비와와와와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방방방방법법법법 ))))

병원 의료수입 중 선택진료비 수입의 일부분을 떼어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으

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선택진료비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병원의 경우 급여

보존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이다.

나나나나.... 유유유유형형형형 2222 ((((원원원원가가가가계계계계산산산산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방방방방법법법법))))

병원수입에 대해 원가관리 시스템에 의거 의사 개인별 또는 진료과별 원가계산

및 환자수, 의료분쟁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일정률의 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번 성과급제 도입 관련 조사대상병원 31개 병원

중 22개 (71%)의 병원이 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들 병원 중 9개의 병원

이 ABC 원가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13개의 병원은 자체 개발한 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다다다다.... 유유유유형형형형 3333 ((((진진진진료료료료실실실실적적적적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방방방방법법법법))))

의료수입 또는 손익 등을 목표로 정해 놓고 년간, 분기 또는 월간목표를 달성할

경우 목표 달성 부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고, 진료실적, 환자수, 수입, 연구

논문 등을 지표로 하여 과 또는 개인별 상대 평가 후 실적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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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고고고고 찰찰찰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성과급제 도입병원이 급속히 확산되어 많은 대형병원들

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성과급제 도입 현황 및 성과에 대한 구체적

인 사례 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병원이 어떠한 형태의 성과

급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지 도입현황 및 도입 이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 대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급 병원들의 성과급제 도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병원은 대

학병원기획실협의회 36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의 일부 국공립병원중

비회원병원의 경우 자료 공유의 문제로 이번 연구 대상병원에서 제외 하였다.

조사 대상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총 수입 대비 47.2%로 50%에 육박하고 있었다.

50% 이상인 병원도 22.6%나 되어 인건비 비율 증가로 인한 병원경영에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병원별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로 인건비성 경

비 즉, 외주용역비, 대학 전출금 등의 비용을 인건비 내역에 정확히 기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설문응답 31개 병원 중 26개(83.9%) 병원이 성과급제를 도입하였고, 그 중 11

개(42.3%) 병원은 2000년 이전, 15개(57.7%) 병원은 2000년 이후 시행하였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1998년에 조사한 종합병원의 성과급 도입률 26.6%

보다 본 조사결과 대상인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의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제도, 즉 임금 관리체계의 변화

를 가져왔다고 추축할 수 있다.

성과급제 도입병원 중 81.8%의 병원이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

고 있다. 성과급 재원은 조사 대상 병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조사

병원의 평균치는 총 수입의 약 1.1% 전후에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과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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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재무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평가 하고 있었다. 측정

지표로는 진료수입, 진료수익, 환자수, 선택진료수입, 진료비 삭감액 등이 주요 측

정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선택진료비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병원이 6개(23.1%)있

었다. 1995년 정성완이 조사한 내용에는 대학병원급에서 선택진료 지표를 이용한

지급방식이 66.7% 이었으나, 2005년 조사에는 23.1%로 평가지표의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다. 선택진료비를 평가지표로 이용할 경우 진료성과와의 연계성도 명확하

지 않고, 합리성의 결여 등으로 공정한 평가지표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재무적 성과 지표 이외에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

하는 지표의 가중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성과급제 도입 후 성과가 있다고 한 병원이 16개(61.5%), 특별한 성과가 없다

라고 7개(26.9%) 병원이 응답하였다. 성과급제 도입 후 수익증대, 환자수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1995년도 정성완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과급제

도입 병원중 58.3%의 병원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응한 결과와 비교 할 때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도입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의 진료실적을 근거로 성

과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과평가 설문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병원들의 진료실적을 근거로 효과

분석결과는 성과급제 도입 년도에 수입 및 환자수는 도입 전 보다 증가하였다. 전

문의수 증가를 볼 때 도입 수입 및 환자수 증가로 1년후 전문의수를 충원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환자수 증가와 더불어 전문의수 증가로 전문의 1인당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증가와 동시에 환자수 증가와 정비례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증가하므로 전문의 1인당 생산성 즉 환자수 및 수입의 증가는 향후

진료실적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후 성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성과급 도입 이후 전문의수 증가 등으로 전문의 1인당 의료수입 및 환자수 증

가율 낮게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의료수입 및 전문의수의 증가는 성과급의 일부

효과라고 조금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의수 증가는 수입증가와 더불어 인

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병원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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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효과분석은 2000년 이전에의 진료실적 자료가 미흡하여 2000년

이후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병원의 파업 등으로 대상 병원이 7개 병

원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도는 의약분업으로 제외하다보니 실질적으

로 4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효과분석을 시행하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전

문의 1인당 생산성 분석측면에서도 해당병원의 실근무의사수를 정확하게 측정하

기 가 어려웠다. 그리고 진료수입이라는 외형적인 실적 보다는 손익 측면에서 분

석이 시도된다면 효과 분석을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급제도와 관련하여 과거 1990년대의 도입 실태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살펴

보면 우리 나라 병원에서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특히 의사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는

비중이 1995년에 17.6%로 조사되었으나, 1998년에는 26.6%로 9%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번 대형병원 대상 조사에서는 83.9%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해

현재 도입하고 있는 26개 병원 중 13개 병원이 현재의 평가 시스템을 바꿀 의사

가 있어 현재의 평가시스템 문제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향후 성과급제도

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한 성과급제도에서 점차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

및 고객만족 향상과 등에 대한 비중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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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결결결결 론론론론

이 연구는 대형병원의 의사직 성과급 제도 도입현황과 도입 후 성과가 있는 병

원 중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실적 근거로 성과급제도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학병원급에서는 83.9%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익증대를 주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재원은 매출액의 약 1% 전후의 재원

을 가지고 성과에 따른 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주기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의사개인 및 혼합(개인+과)을 대상으로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직 원가 시스템이 완벽한 수준이라 볼 수 없기에 대부분의 병

원들이 여러 개의 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였다.

둘째, 성과급제 도입이후 61.5%의 병원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응답하여 아직은

성과급제도가 과도기적 도입기 수준이라 판단된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병

원 중 2000년 이후 도입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입년

도에는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도입 1년 이후 소폭의 수입 및 환자 증가

율을 보였다. 도입 1년 이후 전문의수의 두드러진 증가로 전문의 1인당 생산성 측

면에서 분석한 결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감소하고,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다.

전문의 1인당 생산성은 감소되었으나, 병원 전체의 의료수입, 전문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급제의 효과라고 일부 예측할 수 있으나, 의료보험 수가인상 등 외

부 환경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성과급의 효과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과급제의 도입 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설문분석에서 61.5%의 병원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한 응답결과와 효과분석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도가 수치상의 결과로

만 판단해 볼 때 아직은 성과급제도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아직 일부 병

원에서는 성과급제도의 순수성을 떠나 임금 보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가

미흡 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성과급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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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첫째, 성과평가제를 도입 하고자 하는 목적 및 추진방향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

야 한다.

둘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명확해야 하며, 평가 기준 설정시 피평가자들이 충

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평가 후 신속하고 확실한 feedback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

가 후 평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고정급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고정급의 비율을 점차 낮추고 성과급 비율을

상대적으로 점차 높여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대학병원급 병원의 성과급제 도입률은 높지만 두드러진 경영성과 측면에서 가

시적 효과가 미흡한 것은 병원계에서 성과급제도가 아직은 도입초기의 과도기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도입현황은 설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으나, 성과 측면의 분석은 병원경영성과

에 미치는 내외부 환경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작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측

정하기에는 제한점들이 있었다. 따라서 좀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하여 안정적 정착과 확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의료계의 특수성을 살린

성과급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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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의의사사사사직직직직 성성성성과과과과보보보보상상상상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서서서서

ⅠⅠⅠⅠ.... 성성성성과과과과보보보보상상상상 제제제제도도도도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1. 귀 병원에서는 성과보상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까? ( )

가. 시행 (1-1번 문항으로) 나. 향후 도입예정 (25번 문항으로)

다. 도입예정 없음 (25번 문항으로) 라. 기타

☞ 1-1. 어떤 직종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

가. 의사직 나. 간호직 다. 의료기사직 라. 행정직 마. 기타

아아아아래래래래 질질질질문문문문부부부부터터터터는는는는 의의의의사사사사직직직직 대대대대상상상상 성성성성과과과과보보보보상상상상 제제제제도도도도 시시시시행행행행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ⅡⅡⅡⅡ.... 의의의의사사사사직직직직 대대대대상상상상 성성성성과과과과보보보보상상상상 제제제제도도도도 시시시시행행행행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2. 성과보상 제도를 몇 년도 부터 시행하셨습니까? ( 년)

☞단계적으로 시행한 병원의 경우

⇒ 1단계 : 시행년도 년, 방법

2단계 : 시행년도 년, 방법

3. 성과보상 제도 시행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 )

가. 수익증대 나. 의료의 질 향상 다. 고객만족 향상

라. 승진 마. 기타

4. 성과평가 후 보상방법은? ( )

가. 금전적 보상 나. 휴가 다. 해외학회 지원

라. 기타

5. 성과평가 및 보상 주기는? ( )

가. 월 나. 분기 다. 반기 라.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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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보상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은? ( )

가. 년간 총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재원으로 확보

나. 선택진료비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

다. 수입목표 대비 초과 달성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

라. 원가계산에 의거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

마. 의사직 급여의 일부를 떼어 재원으로 확보

바. 기타

7. 성과보상 재원 총액을 아래 사항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가. 전년도( 백만원, 총매출액의 %)

나. 금년도( 백만원, 총매출액의 %)

8. 성과측정 지표의 종류는? ( )

가. BSC 나. 자체개발 다. 기타

9. 성과보상 제도의 평가대상 및 보상의 기본 단위는? ( )

가. 개인 (10번 문항으로) 나. 진료과 (15번 문항으로)

다. 개인+진료과 (10번 문항으로) 라. 기타

☞ 개인+과 평가시 성과금 배분 비율은 ⇒ 개인( %): 과 ( %)

ⅢⅢⅢⅢ.... 의의의의사사사사 개개개개인인인인별별별별평평평평가가가가 시시시시행행행행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과과과과 단단단단위위위위 평평평평가가가가 병병병병원원원원은은은은 11115555번번번번

문문문문항항항항))))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10. 개인별 성과평가 방법은? ( )

가. 상대평가 (10-1 문항으로) 나. 절대평가

다. 혼합형 (상대 % , 절대 %) 라. 기타

☞ 10-1. 상대평가 방법은? ( )

가. 의사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개인별 상대평가

나. 소속 진료과내에서 개인별 상대평가

다. 내과계, 외과계, 기타과, 비진료과 등 계열내에서 개인별 상대평가

☞ 계열 분리시 방법은( 계, 계, 계, 계)

라. 기타

11. 개인별 평가시 성과급 배분 방법은? ( )

가. 10번 문항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화(예1~5등급)하여 차등지급( 등급)

나. 개인별 실적에 따라 일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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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임과장에게 지급후 과원에게 임의 배분

라. 개인 실적에 따라 원장(이사장)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 배분

마. 기타

12. 의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유형은? ( )

가. 기본급여+실적에 따라 α를 급여로 지급 나. 금일봉으로 지급

다. 일정금액 사용후 카드 영수증 등으로 사후처리

라. 기타

13. 개인별 성과보상 금액을 차등지급할 경우 차이를 아래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가. 최대 수령 의사 (연봉의 %, 금액 만원)

나. 최소 수령 의사 (연봉의 %, 금액 만원)

다. 평균 (연봉의 %, 금액 만원)

14. 개인별 평가시 의사의 직급(교수, 부교수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여부?( )

가. 있다 나. 없다

☞ 가중치 적용 방법

((((의의의의사사사사 개개개개인인인인 평평평평가가가가만만만만 시시시시행행행행하하하하는는는는 병병병병원원원원은은은은 22220000번번번번 문문문문항항항항으으으으로로로로 이이이이동동동동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ⅣⅣⅣⅣ.... 진진진진료료료료科科科科 대대대대상상상상으으으으로로로로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를를를를 시시시시행행행행하하하하는는는는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15. 진료과별 성과평가 방법은? ( )

가. 상대평가 (15-1 문항으로) 나. 절대평가

다. 혼합형 (상대 % , 절대 %) 라. 기타

☞ 15-1. 상대 평가 방법은? ( )

가. 각 진료과별 상대평가

나. 내과계, 외과계, 기타과, 비진료과 등 계열내에서 과별 상대평가

☞ 계열 분리시 방법은( 계, 계, 계, 계)

다. 기타

16. 진료과별 평가시 성과급 배분 방법은? ( )

가. 15번 문항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화(예1~5등급)하여 차등지급( 등급)

나. 진료과 실적에 따라 일정액 지급 다. 각 과별로 원장이 임의배분

라. 각과별 공동배분 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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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료과 평가시 성과급 지급 방법은? ( )

가. 진료과 의국비 형태로 지급 나. 주임과장에게 지급

다. 일정금액 사용후 카드 영수증 등으로 사후처리

라. 기타

18. 진료과별 성과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할 경우 차이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가. 최대 수령과 (총 성과급의 %, 금액 만원)

나. 최소 수령과 (총 성과급의 %, 금액 만원)

다. 평균 (금액 만원)

19. 진료과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가. 시행 나. 미시행

☞ 시행할 경우 목표 설정 지표는? ( )

가. 환자수 나. 수입금 다. 고객만족도 라. 기타

☞ 시행할 경우 목표 설정 방법은?( )

가. 전년 실적대비 증가율 나. 전년 실적대비 임의목표

다. 주임과장 임의 설정 라. 기타

ⅤⅤⅤⅤ....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측측측측정정정정 지지지지표표표표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다다다다음음음음 질질질질문문문문에에에에 보보보보기기기기 예예예예문문문문을을을을 보보보보시시시시고고고고,,,,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 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보보보보 기기기기]]]]

<재무적 관점>

A1. 총수입 A2. 손익 A3. 의료이익

A4. 지정진료수입 A5. 진료비 삭감 A6. 기타

<진료실적 관점>

B1. 환자수(입원, 외래) B2. 병상가동율 B3. 병상회전율

B4. 환자증가율 B5. 수술건수 B6. 검사건수

B7. 퇴원예고율 B8. 재원일수 B9진료시간

B10. 진료과간 협진(컨설팅) B11. 기타

<기타지표 관점>

C1. 논문 C2. 강의 실적 C3. 출판

C4. 신기술 적용 C5. 의무기록 완결도 C6. 고객만족도

C7. 봉사활동 C8. 홍보 C9. 고객 불만 발생건수

C10. 의료사고건수 C11. 원장평가 C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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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 병원에서 사용하고 계신 지표의 평가관점을 기록하여 주시고, 관점별 지표

내용을 위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각 관점별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가중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보기 예문이 없을 경우 별도 기록)

평가관점 지 표 가중치

1.

2.

3.

4.

5

계 100%

21. 각 지표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은? ( )

가. 전년도 실적 평균 대비 증가율 나.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증가율

다. 직전 기간대비 증가율 라. 당해년도 목표대비 달성율

마. 기타

ⅥⅥⅥⅥ.... 성성성성과과과과평평평평가가가가 시시시시행행행행 이이이이후후후후 성성성성과과과과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22. 성과평가 시행 이후 성과가 있었습니까? ( )

가.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나. 성과가 약간 개선되었다

다.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라. 성과가 저조하다

마.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 바.

22-1. <22번에서 가, 나에 응답한 경우> 긍정적 평가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고른다면? ( )

가. 환자수 증가 나. 수입 증가 다. 비용절감

라. 고객만족도 증가 마. 기타

☞ 긍정적 평가의 요인은? ( )

가. 성과급 금액이 커서 나. 경쟁심리에 의해

다. 경영진과 충분한 토의로 라. 의료진의 의식 변화로

마. 병원 내ㆍ외부 환경 변화로( 내용 : )

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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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2번에서 다, 라, 마에 응답한 경우>부정적 평가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고른다면? ( )

가. 환자수 감소 나. 수입 감소 다. 비용증가

라. 고객만족도 저하 마. 과잉진료 바. 기타

☞ 부정적 평가의 요인은? ( )

가. 성과급 금액이 적어서 나. 평가방법의 문제로

다. 관심이 없어서 라. 도입의 준비 소홀로

마. 의사간 위화감 조성으로

바. 병원 내ㆍ외부 환경 변화로( 내용 : )

사. 기타

2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가. 바꿀 계획이 없다.

나. 현재 문제가 있어 빨리 바꾸고자 한다.

다. 다른 병원의 좋은 평가 방법이 있으면 참조하여 바꾸고자 한다.

라. 기타

24. 성과평가 제도 도입 전?후 진료실적을 아래 표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 분
시행전

2년

시행전

1년
시행년

시행후

1년

시행후

2년

환자수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수입금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고객만족도

((((22228888번번번번 문문문문항항항항으으으으로로로로 이이이이동동동동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ⅦⅦⅦⅦ.... 미미미미시시시시행행행행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25.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

가. 의사의 과잉진료가 예상되어 나. 의사간 급여 차이로 위화감 조성

다. 병원 정서가 성과평가를 꺼려하여 라. 의료의 질적 저하 우려

마. 평가의 공정성 문제로 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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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향후 언제쯤 도입할 계획입니까? ( )

가. 1년 이내에 도입 예정 나. 2~3년 이내에 도입예정

다. 다른 병원의 좋은 예만 알 수 있다면 즉시 도입 예정

라 기타

27. 어떤 직종을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까? ( )

가. 의사직 나. 간호직 다. 의료기사직

라. 행정직 마.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바. 기타

ⅧⅧⅧⅧ....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의의의의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현현현현황황황황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 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귀귀귀귀 병병병병원원원원에에에에 해해해해당당당당되되되되는는는는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모모모모두두두두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 ))))에에에에 기기기기록록록록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28. 원가관리 프로그램의 종류는? ( )

가. ABC 원가 나. 자체계발

다. 원가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음 라. 기타

29. 현재 총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 %)

☞ 총 수입 대비 의사직 인건비 비율은? (인건비성 경비 포함)

가. 전공의 포함시 % 나. 전공의 제외시 %

30.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가. 운영 병상규모: 병상

나. 소재지 : ( )

다. 총 인력 :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다. 의사직 : 명 (전문의 명, 전임의 명 , 전공의 명)

31. 귀 병원의 설립 형태는? ( )

가. 학교법인 나. 재단법인 다. 의료법인 라. 사단법인

마. 사회복지법인 바. 특수법인 사. 기타

32. 기타 성과급 도입관련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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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bbbssssttttrrrraaaacccctttt

AAAA SSSSttttuuuuddddyyyy oooonnnn tttthhhheeee IIIInnnnttttrrrroooodddduuuuccccttttiiiioooonnnn SSSSttttaaaattttuuuussss aaaannnndddd EEEEffffffffeeeecccctttt ooooffff DDDDooooccccttttoooorrrr

PPPPeeeerrrrffffoooorrrrmmmmaaaannnncccceeee----BBBBaaaasssseeeedddd PPPPaaaayyyy iiiinnnn LLLLaaaarrrrggggeeee HHHHoooossssppppiiiittttaaaallllssss

Hyo Jun A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 Hum Yu, M.D, Ph D)

This study made a survey on 31 large hospitals for the purpose of

inquiring into the yes or no of enforcement and enforcement methods of

doctor performance-based pay in large hospitals, and the results of

hospital management after introduction of it. And it made an analysis of

substantial effect of performance-based pay based on the medical

treatment records of 7 hospitals that has introduced it since 2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26 hospitals (83.9%) among the subjects of study,

large hospitals, are introducing doctor performance-based pay. In other

words, they are largely conducting the estimation and compensation of

doctor individual and mixture (individual + department) in a monthly or

quarterly cycle for the main purpose of increasing the profit to give

performance-based pay based on the results with about 1% of sale volume

by financi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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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t showed that there is the result in 16 hospitals (61.5%) among

26 hospitals. According to the effect analysis based on the medical

treatment records by year of 7 hospitals that has introduced

performance-based pay since 2000 among 16 hospitals, there is some

increase in the medical profit and patient number. But from productivity

side per a specialist, there is the decrease and some increase in the

patient number and income, respectively. Many of them introduced

performance-based pay for profitable increase, but didn’t obtain distinct

results from medical income. As number of doctor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introduction of performance-based pay, it hasn’t an effect on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per a specialist. Accordingly, the increase of

specialist number is the result of external increase of hospital.

It could understand the introduction status of performance-based pay

under this condition. But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have many

effects on the management results of performance-based pay, there are

many limits in gauging the substantial results. It is imperative that study of

performance-based pay is continuously accomplished to help make the best

use of specialty of medical circles for stable fixation and result by

improving and complementing problems of performance-based pa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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