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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서울시내 위치한 1,100병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구도를 반영한 병상등급별 최대이익을 창출하는 병상의 최적규모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고객의 병상 요구도와 의사 및 간호사의

병상등급별 서비스량을 설문조사한 후 모의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병실등급별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의 93.8%

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상을 선호하였고 1인실은 4.3%, 2인실은

1.7%, 3인실은 0.1%였다.

둘째, 병실등급별 인건비 배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병동의 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실등급별 서비스량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준병상인

5- 6인실을 기준으로 할 때 1인실의 내과계는 1.7배, 외과계는 1.9배, 2인실

의 내과계는 1.4배, 외과계는 1.7배, 3인실의 내.외과계는 모두 1.2배의 차이

가 있었다.

셋째, 병상당 이익과 환자1인당 이익은 1인실이 가장 높았으나, 병실등

급별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인실의 내.외과계 병실이 기타병

실등급보다 높았다.

넷째, 병실등급별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병원 전체이익이 최대가 되

는 적정병상규모를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결과, 1인실의 내과계 16병상, 외

과계 23병상, 2인실의 내과계 202병상, 외과계 198병상, 3인실의 내.외과계

각3병상, 6인실의 내과계 198병상, 외과계 252병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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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할 때 단위면적당 이익을 기준으로하여 등급

별 병상수 규모를 재조정한다면 기존 병상 중 일부를 평당 이익이 가장 많

은 2인실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수지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좀더 의사 및 간호사의 인건비 배분기준을 과학화하고, 원가의 3대

요소인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변할 때 이익이 극대화되는 최적병상 규

모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핵심어: 원가, 병상당이익, 환자당이익, 단위면적당이익,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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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병원계는 의료정책의 급변하는 환경속에 놓여 있음이 주지의 사실

이다. 입원료 단입제 실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자보수가 인하, 의약분업, 선택진

료제 등은 이미 실시되었고, 수가계약제, DRG 지불제도, 주치의 등록제,

의료서비스평가제등과 같은 정책이 향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대부분이 의료제공자 측면보다는 의료이용자의 편

익과 의료보험재정을 우선적으로 하고있음에 따라 병원계의 경상수지는 더

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정책이 향후 본

격적으로 실시되면 병원에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외래진료수익 감소가 경

상수지악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대형병원에서 특히 심화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각종 기준의 강화

등을 수행해야만 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인력, 시설, 전산시스템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가될 것이며 각종 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병원행정업무의 복잡화와 인력의 소요도 결국은 비용부담으로 남게될 것이

다.

작금의 시기는 이런 외부적 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관리능력이 절

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며 병원의 생존과 성장, 발전을 위한 병원관리자

의 전략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방향에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조와 상대적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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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의 구축이 주를 이루겠지만 비용절감 노력과 아울러 기존자원인

시설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전략

일 것이다.

특히 병원 수익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입원환자의 병상이용에 대한 효

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병상을 할당하는 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하리

라 본다. 이는 입원환자의 진료가 외래 환자진료에 비하여 의료자원이 많

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는 병상의 효율적 운영과 같은 내부관리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 학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견해이다.

많은 병원들이 진료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의 재원기

간을 단축시키고 병상회전율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진료과별은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에 진료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에 병상 할당을

추가로 배정하므로서 진료이익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

실제로 병원의 재원기간과 적정병상 규모를 추계 하고자 하는 많은 선

행연구들이 (조우현, 1986; 안인환, 1990; 문옥륜, 1991; 김영훈, 1998) 있었

다. 그러나 기존까지의 병원관리자의 관심이나 연구들은 주로 병상할당과

규모에 관한 문제보다는 재원기간 단축이나 병상이용율 제고에 관한 연구

나, 계량적인 기법을 이용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적정규모 병상 추정에

관한 연구와 병상과 관련된 진료비의 양상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최적

규모의 병상수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매출과 이익을 고려하여 병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일 대학병원 신축에 따른 과별 최적병상 할당(박영택,

1994)에서 기존병상에 비례적으로 할당하였을 경우 매출, 이익 극대시의

과별 최적병상 규모를 알아보았다. 또한 의료보험 입원료 수가 개선방안

연구(염용권, 1995)에서는 기준병상, 무균병상, 중환자실의 입원료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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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 시간을 조사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였다.

즉, 현재 국내의 모든 병원이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근거하여 전체

병상수에 50% 이상을 기준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병상을 상급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기준병상수와

상급병상수의 배분을 비과학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을 뿐 병상등급별 원

가와 수익을 비교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

는 기준병상수와 상급병상수의 규모가 이익을 내는데 최적인가를 분석해

보고 환자의 병상등급별 요구도를 감안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기준병상수

와 상급병상수의 최적규모를 규명하는 접근을 실증적으로 시도하여 병원관

리자들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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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한 종합병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급병상수와 기준병상수

의 병상당 진료원가와 수익을 분석하여 이익 측면에서 최적의 병상 배분기

준을 알아보고, 병실등급별 원가계산의 틀을 제공하여 향후 신규병원 설립

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상규모의 재 설계시 최대 이익을 내는 상급병

상수와 기준병상수의 배분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실등급별 병상차이에 따른 병상당 원가와 이익을 파악한다.

둘째, 병실등급별 면적과 고객의 등급별 요구도를 감안하여 최대 이익

을 내는 기준병상수와 상급병상수의 최적규모를 규명한다.

셋째, 이익의 최적규모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등급별 병상을 비교하여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최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등급별 병상

규모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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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병원경영에 있어서 입원환자의 진료가 외래환자에 비해 의료자원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상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

고 합리적으로 병상을 배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영계획수립과 경영정책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의 계산이 필요하다.

1. 병상관리

가 . 병 상의 구분

허가병상(licensed beds)은 국가 및 지방단체로부터 인가 받은 병상을 말

하며 가동병상(beds set up and staffed)은 병원에서 현재 환자수용시설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상을 의미한다. 병상은 사용대상자에 따라 크기

와 모양이 표준화되어 있는 성인용 병상(adult beds), 안전을 위한 보호장

치가 되어 있는 유아용 병상(cribs ), 영아를 위한 베지넷(bassinet s )등과 노

인용 병상, 산모용 병상, 특수 환자용 병상 등이 있다.

병실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서는 다인용 병상과 상급병상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수용하는 환자의 상병 특성에 따라 일반병상(general bed), 중환자병

상(I.C.U bed), 정신병상(mental bed), 결핵병상(T b bed), 골수이식병상

(B.M .T bed), 재활병상(rehabilitat ion ), 나병상(leprosy bed), 인큐베이터

(incubator ) 등이 있다(김영훈, 1997).

- 5 -



나 . 진 료권 설정 및 의료수요 추 계

1 ) 진 료권 설정 및 의료수요 추 계

병원기획에서 병상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기획들이 추진되며, 병상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진료권을

설정하고, 진료권내의 의료수요를 추계하고, 소요병상수 추계로 나눌 수 있

으며 이런 규모가 결정이 되면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급병상수의 규

모를 기획할 수 있다. 병원의 진료권은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들

의 지역적 분포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료수요 측정의 기초자료가 되며, 진료권이

결정되면 진료권내의 과거자료를 이용한 추세분석과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

를 근거로 실제 진료대상인구를 추계 할 수 있는데 진료대상인구는 지역내

인구에다 해당 병원의 친화를 곱하여 산정 할 수 있고, 이에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율을 적용하여 의료수요를 추계한다.

2 ) 소 요 병상수 결정

의료수요가 추계되면 이를 일일평균 입원환자수(average daily census,

ADC)로 환산하여 소요병상을 ADC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경험

에 의하여 ADC에 1.2∼1.3을 곱하는 방법과 포아송(Poisson) 분포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요병상을 ADC + 2 A D C 또는 ADC +3 A D C로 계산한

다(유승흠, 1990).

3 ) 병 상이용 관련 요인

병상의 이용, 즉 의료시설의 수요는 주로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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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의료수요는 국민들의 건강상태에 의하여 제일 큰 영향을 받

고, 그 외에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요인들도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의료수요에 관련된 요소, 그 중에서도 의료시설의 대표적인 병상이용

의 관련 요소를 한두 가지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모든 요인이 병상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병상이용의 관련 요소를 대략 살펴보면 병원의 크기, 의료보험제도, 인구

의 연령·성·직업, 거주지 환경, 질병의 유병율·이환율, 지리적 조건, 접

근도의 용이성, 환자후송에 대한 진료 체계, 경제적 상황 및 계절적인 요

인, 병원시설의 편리성·의사의 태도, 의료의 질 등의 병원 내·외적인 환

경적 요소가 있다.

특히, 최근에 병원을 찾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적서비스, 즉 의사의 신뢰

성, 의사의 친절성, 간호사의 친절성 등의 요인과 현대적 시설과 의료장비

및 이용의 편리성, 즉 의료기관의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다 . 병 상관리의 평가

병원의 평가지표를 재무지표, 생산성지표, 의료수입지표, 환자진료실적

지표, 인력지표 및 주요 시설이용 및 외주지표로 구분할 때 병상과 관련된

주요 평가지표는 환자진료실적지표 범주에 속하며, 환자진료실적지표에는

외래환자 초진율, 외래환자입원율, 병상이용율, 병원이용율, 병상회전율, 병

상회전간격, 응급환자율, 평균재원일수등이 있으며 이 지표는 병원의 수입

에 근간을 이루는 지표들이다. 이중 병상이용율은 일정기간중 환자를 수용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동한 병상(연가동병상)이 실제 환자에 의해 점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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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병상수는 병원의 규모를 가장 잘 대표하는 변수로

서 인력, 의료기기, 총비용 등 병원의 투입요소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

으며 병원인력 및 시설의 활용도를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이 비율은 높을

수록 병원수입이 증대된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입원대기환자가 많은 병원

에서는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나 병상회전율, 병상회전간격과 함께 판단하여

야 한다.

병상회전율은 일정기간 중 병원에서 실제 입원 또는 퇴원한 환자수를 평

균 가동병상수로 나눈 지표로서 일정기간동안 가동한 병상이 병상당 몇 명

의 입원환자를 수용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병상이용율이 높은 경우

에는 병상회전율이 증가할수록 병원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병상회

전간격은 일정기간중의 연유휴병상수를 퇴원실인원수로 나눈 지표로서 환

자가 퇴원을 하고 나서 다음 환자가 입원할 때까지 병상이 평균적으로 몇

일간 유휴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병상회전간격이 짧을수록 병

상이용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재원일수는 입원환자의 총재원일수

를 퇴원실인원으로 나눈 지표로서 일정기간 입원한 환자가 전체적으로, 진

료과별 또는 환자종류별, 병동별로 며칠간 재원 하였는가를 설명하고 특정

진료과 특정종류의 환자는 며칠간 재원 하였는가를 설명한다.

이 평균재원일수가 길어지면 병상이용율은 높아지나 병상회전율은 낮아

지고 진료건당 진료비가 증가되는 반면 입원환자의 1인당 1일 평균진료비

는 감소된다. 반대로 진료의 집중도가 클수록 평균재원일수는 짧아지나 환

자 1인당 진료비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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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병원이익의 범위

병원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한다.

병상운영이 병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는 병상수, 병상당 인력규모

그리고 병상이용율을 들 수 있다. 첫째, 병원의 병상수는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비용에도 관계가 크다. 둘째, 병상당 인력규모도 병원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병상당 인력이 많으면 그만큼 인건비 지급요인

이 되어 병원이익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환자진료실적지표

중 병상이용율이 증가하면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져 병원수익이 증가하여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병원이익의 구분을 대한병원협회에서 채택하여 시행중인 병원회계준칙에

근거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이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

순이익 4가지로 분류한다(부록 2 ).

의료이익은 순수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차

이를 말한다. 경상이익은 병원의 순수한 진료활동의 의료이익 이외에 원인

즉, 지급이자, 외환차익, 유가증권처분 이익 등을 의료외적 부문을 감안한

이익을 말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결산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병

원전체이익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남는 금

액을 말하며 흔히 결산 후에 흑자 또는 적자를 논하는 표준이 되는 부문의

이익으로 병원전체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있는 경영의 최종성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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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병원의 원가계산

가 . 병 원원가 계산의 목적 과 필요성

병원에서의 원가계산은 의료수가의 결정,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정

보제공과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병원원가계산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결

정하기 위함이다. 일반기업의 경우에 자유경쟁시장원리가 적용되므로 제

품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병원의 수가는 의료의 수

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병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오다가,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결정권이 정부

에 있고 수가가 진료행위 별로 세분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정확한 원가계

산에 의한 합리적인 수가의 결정과 수가수준의 타당성 여부가 검증 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정확한 원가계산은 경영계획 수립과 경영정책상의 의사결정 및 원

가관리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즉 연간경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정책방

향을 결정할 경우 또는 경영성과 측정에 의하여 비능률의 소재와 그 원인

을 규명하거나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에 의하여 과학적인 원가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원가계산은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

고 경영의 평가 및 통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원가계산의 종류를 진료과별, 행위별, 부문별, DRG

별 원가계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과별원가계산의 목적은 재무제표 작성이나 가격결정을 위한 목적

이 아니라 내부의 경영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손실을 내는 진료과

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원가계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과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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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산은 종국적으로 가격결정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각 원가계

산의 내용과 목적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이상제, 1998).

표 1. 원가계산의 내용과 목적

종 류 내 용 목 적

과별원가계산

- 소화기, 일반외과등

진료과별 임상원가 및

손익정보 제공

- 경영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부문별원가계산

- 입원, 외래, 방사선,

검사실등 부문별 원가

및 손익정조제공

- 과별, 행위별, DRG

원가계산의 기초 자료 제공

행위별원가계산

- 각검사, 진단, 수술,

마취등 진료행위별

원가정보 제공

- 보험원가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DRG별 원가계산 - DRG별 원가정보
-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나 . 원 가의 3대요소

의료원가를 크게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원가

의 3요소라 하며 이 원가요소를 파악, 계상하는 것은 회계처리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재료비란 병원이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한 물품에 대한 지

불비용으로 제조업 원가계산과 달리 재공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원

가계산에서는 구입과 동시에 재료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약품비, 진

료재료비, 급식재료비, 의료소모품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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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의료수익 창출을 위한 노동력의 소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요소로서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등 지급형태별로 분

류하기도 하고 직종별로 의사직, 간호직, 의료기사직, 약사직, 사무직 인건

비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정기간동안의 진료행위별 원가계산을 위하여 인

건비를 집계할 경우에는 급여 및 제수당은 해당기간동안 발생된 모든 금액

을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여금 및 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띤 년월차

수당, 장려수당, 특별수당등은 년간 발생액 또는 발생예상액을 원가계산에

비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계상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구분되는데 직

접인건비란 직접진료에 종사하는 직접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인건비가 해당된다. 따라서 직접 진료에 참여

하지 않는 행정의사, 행정간호사, 행정약사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간접 인건비에는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행정관리직, 의무기

록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다. 직접 인건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접 인

력의 진료행위별 단위당 업무 소요시간을 조사한다. 이 업무소요시간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직접인력의 업무를 직접진료, 간접진료, 정보교환, 일상

업무, 여유시간 등으로 세분하는 방법과 직접인력의 연업무시간(직접인력

1인당 일근무시간 * 인원수)을 업무별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설문지법, 실시간측정법(time- w atch )에 의한 측정법, 표본직무평가

(w ork sampling method)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진료행위별

직접진료시간을 조사하는 방법은 진료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시간(단위당 소요시간 * 소요인원수)으로 측정된다. 행

정관리 등 간접인력의 인건비는 진료행위별로 개별파악이 곤란하므로 진료

행위별 단위당 직접인건비 또는 진료건수 등을 기준하여 행위별로 배부한

다. 관리비는 의료수익의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중 인건비 및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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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동력비, 소

모품비, 피복침구비, 도서인쇄비, 조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차량

비, 보험료 임차 및 수수료, 조사연구비, 의료사회사업비, 접대비, 대손충당

금전입액, 잡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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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가 . 연 구대상

연구 대상병원은 서울에 위치한 1,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진료의

특수성을 가진 정신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산과, 치과, 중환자실의 병상을

제외하고 내·외과계로 구분한 881병상으로 하였다. 내과계 병상수는 소화

기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

내과, 신경과 총 414병상이었으며 외과계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등 총 467병상 이

었다. 병실등급별 병상수는 1인실이 65 (내과계 37, 외과계 28) , 2인실270

(내과계 136, 외과계 134), 3인실 6 (내과계 3 , 외과계 3) 그리고 6인실은

540(내과계 239, 외과계 301)으로 구성되었다.

나 . 연 구자료

이 연구의 자료는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병실등급별 환자수,

수익, 병상가동률을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원가는 진료원가중 외래부분은

제외한 입원부분만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병상당 이익과 입원환자 1인당 이

익을 병실등급별로 이익을 산출하는데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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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료수집

가 . 수 익구성 및 배부

병원수익을 병원회계준칙에 따라 외래수익, 입원수익, 기타수익으로 구

분하여 산출하고 이 연구에서 필요한 여기에서 입원수익은 병실등급별, 진

료과별로 입원료, 상급병실차액, 식대, 투약, 수술, 검사, 기타진료비로 나누

어 집계한 다음 내과계, 외과계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나 . 환 자의 병실 등급별 요구 도 조사

연구대상 병원에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들의 입원실 요구도를 2개월간

면담방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계분석시에 병실등급별 하한값

으로 사용하였다.

다 . 의 사와 간호사의 병실 등급별 서비스량 조 사

1인실만 운영하는 병동의 간호사와 일반병동의 간호사수는 동일하나 병

상수는 일반병동이 2배가 많으므로 1인실만 있는 병동이 일반병동보다 간

호사의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좀더 합리적인 인건비 배부기

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의사와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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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원 가의 계산

원가중심점을 기준으로 원가를 집계하고 1단계로 진료지원부문과 공통

부문에 대해 외래와 입원을 합산하여 전체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부문원가

로 산정 하였다. 다음 2단계로 병동부문에 대해 검사부문, 수술부문, 각병

동에 관련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약

제부, 영양과 등을 각 병실등급별로 배부하였다.

공통비 배부는 과별예산관리 및 과별집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여건상

과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비의 경우, 총괄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경비

시스템상에서 배부적수를 사용하여 전 부문으로 배부하였다. 공통비와 진

료지원원가 배부기준은 부록 3, 4와 같다.

마 . 입 원부문 계정별 원가 의 배분

병동부문으로 집계된 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인건비성 경비, 감가상각,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등 각 계정별로 배부기준에 의하여 병실등급별로 배

부하고 수술부문으로 집계된 원가는 수술환자가 입원한 병실등급에 따라

집계하여 배부하였다. 검사부문으로 집계된 원가는 검사별 수가에 이미 환

자진료시 난이도가 원가에 반영되었다고 가정하여 단일 수익으로 배부하였

다. 기타 약제 및 식대부문은 각 계정별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병실등급

별로 배부하여야 하나 병실등급별 난이도가 없고 대부분이 약제는 재료비,

영양부문은 인건비가 원가에 80%이상 차지하므로 단일 배부기준을 사용하

여 배부하였다. 입원부문 계정별 원가의 배부기준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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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입원부문 계정별 원가의 배부기준

부 문 배부기준 비 고

병동부문

인건비

재료비

인건비성 경비

감가상각/ 외환

임차료/건물수선

수도광열

소모품 등

입원연환자수(가중치 감안)

재료수익

입원연환자수(가중치 감안)

병실별 표준 고정자산가액

면적

면적(장비관련 광열비는 환자수)

입원수익

인건비성 경비 :

복리후생,

외주용역, 연구비

수술부문

재료비 : CASE - CART 실적

재료비외 : 등급별 병실환자

수술수익

검사부문 등급별 병실환자 검사실이용 수익

기 타
등급별 병실환자 약제수익

등급별 병실환자 식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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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석방법

가 . 기 준병상수와 상급 병상수의 적정규 모 산출

조사기간 동안 각 병실등급별(1인실, 2인실, 3인실, 5- 6인실)로 진료행위

별 수익을 내과계, 외과계로 구분하여 집계하였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1차적으로 부문별로 원가계산 하였으며 2차적으로 병동부문 원가계

산을 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병동부문별 원가계산중 의사 및 간호사의

인건비 배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각 병실등급별 서비스량을 설문

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된 값을 기준병상을 기준으로 상급

병상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인건비를 배분하였다.

병원전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등급별 최적병상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모의실험(Simulation)을 하였으며 도출된 최적점의 병상수와 현재 연

구대상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병실등급별 이익을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두었다.

첫째, 모의실험후 병실 연면적의 합은 기존연면적 (3,607.8평)이내 이어야

한다.

둘째, 1, 2, 3인실이 전체 병상수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은 고객이 요구하

는 백분율(각4.3%, 1,7%, 0.2%)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기준병상은 법정비율인 50%이상 배정되어야 한다.

모의실험은 FORT RAN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최대 이익

을 내는 등급별 최적 병상규모 산출을 위한 목적 함수 및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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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Function >

M ax P =
n

i = 1
P i· X i +

n

i = 1
R i· Y i

i : 실(1,2,3,6)

P i : 내과계 실별 병상당 이익 Ri : 외과계 실별 병상당 이익

Xi : 내과계 실별 병상수 Yi : 외과계 실별 병상수

P 1 : 172,421 R1 : 153,832

P2 : 76,988 R2 : 69,043

P3 : 49,109 R3 : 48,986

P6 : 15,220 R6 : 14,563

< Constraint >

① 19.8(X1+Y1)+5.1(X2+Y2)+4.3(X3+Y3)+1.7(X6+Y6)≤3607.8

② X1/ (X1+X2+X3+X6+Y1+Y2+Y3+Y6) ≥ 0.017

③ Y1/ (X1+X2+X3+X6+Y1+Y2+Y3+Y6) ≥ 0.026

④ X2/ (X1+X2+X3+X6+Y1+Y2+Y3+Y6) ≥ 0.009

⑤ Y2/ (X1+X2+X3+X6+Y1+Y2+Y3+Y6) ≥ 0.008

⑥ X3/ (X1+X2+X3+X6+Y1+Y2+Y3+Y6) ≥ 0.001

⑦ Y3/ (X1+X2+X3+X6+Y1+Y2+Y3+Y6) ≥ 0.001

⑧ X6/ (X1+X2+X3+X6+Y1+Y2+Y3+Y6) ≥ 0.221

⑨ Y6/ (X1+X2+X3+X6+Y1+Y2+Y3+Y6) ≥ 0.279

⑩ X2 = 1.02Y2

⑪ X1,Y1 : 자연수

X2,Y2 : 2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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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Y3 : 3의 배수

X6,Y6 : 6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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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틀

매 출 원 가

병실등급별

환자수 병상수 가동율 수익 병상당수익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병실등급별 이익 산출

법적 기준병상수(50%) 상급병상수

면적 및 고객요구도 반영

Simulation

최대이익의 병실등급별 최적규모 도출

연구병원의 병실등급별 이익과 최적규모 비교분석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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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병실등급별 원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가 . 병 실등급별 의사 및 간호 사의 서비스량 조사

각 병실등급별로 인건비 배분기준을 병실 입원환자수로 할 경우 기준병

상이 상급병상에 비해 환자수가 많음에 따라 인건비의 적정배분이 되지 못

함에 따라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병동의 의사와 간호사의 병

실등급별 서비스량을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6인실을 기준으로 하여 1인실 내과계는 1.7배, 외과계는 1.9배

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병실등급별 인건비 배분시 가중치로 활용하

였다(표 3).

표 3. 병실등급별 의사 및 간호사의 서비스시간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5, 6인실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응답자수 21 20 21 20 22 19 23 18

점 수 266 233.6 452 433.4 557 449.8 950 758

병상당평균 12.7 11.7 10.7 10.8 8.8 7.9 7.5 6.5

가 중 치 1.7 1.9 1.4 1.7 1.2 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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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환 자의 병상요구도

연구대상 병원에 2개월간 입원 예약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시 희망하는

병실등급을 조사한 결과 총 4,349명 예약환자중 189명(4.3%)이 1인실, 74명

(1.7%)이 2인실, 6명(0.1%) 3인실을 희망하였고, 4,080명(93.8%)이 의료보험

이 적용되는 기준병상에 입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표 4).

표 4. 병실등급별 희망병실 요구도

단위 : 환자수,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5, 6인실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환자수 74 115 39 35 3 3 2,291 1,789

구성비 1.7 2.6 0.9 0.8 0.1 0.1 52.6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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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병상당 원가 및 이익

가 . 병실 등급별 병상수 및 면적

연구자료로 활용한 일평균 881병상의 연간 총 입원환자 연인원수는

295,868명이었으며 병실등급별 병상수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표 5).

표 5. 병실등급별 병상수 및 면적

구분 병상수 환자수 재원일수 병상이용율 면적
환자1인

당면적

1인실
내과계 13,391 10,747 4.5 80.3 19.8 19.8

외과계 10,376 8,125 4.3 78.3 19.8 19.8

2인실
내과계 49,640 45,848 3.2 92.4 10.2 5.1

외과계 48,910 42,664 3.6 87.2 10.2 5.1

3인실
내과계 1,095 1,066 3.2 97.4 12.9 4.3

외과계 1,095 1,062 4.7 98.8 12.9 4.3

5·6인실
내과계 87,016 83,550 6.2 96.0 10.2 1.7

외과계 110,025 102,786 7.8 93.4 10.2 1.7

계 321,548 295,868 4.7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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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병 실등급별 진료행 위별 수익

진료행위별 수익구성을 진료행위별로 조사하여 총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총수익은 89,407백만원 이었으며 검사, 수술, 투약, 병실차액 순으로 진료비

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보였다(표 6).

표 6. 병실등급별 진료행위별 수익

단위 : 백만원

구분

1인 2인실 3인실 5·6인실

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입 원 료 806 300 1,925 1,304 28 22 2,055 2,009 8,449

병실차액 2,010 1,766 3,136 3,388 57 60 - - 10,417

식 대 207 135 678 534 15 11 1,468 1,572 4,620

투 약 1,547 479 3,035 2,481 47 57 6,203 6,018 19,867

수 술 597 943 781 6,988 17 94 1,526 9,021 19,967

검 사 1,278 491 6,258 2,845 141 58 6,731 4,039 21,841

기 타 395 126 523 662 9 10 1,125 1,396 4,246

총진료비 6,840 4,240 16,336 18,202 314 312 19,108 24,055 8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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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병 실등급별 원가

연구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의 병실등급별 서비스량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6인실을 기준으로 하여 병실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분한 병실등급별

비용은 총 75,270백만원 이었다(표 7).

표 7. 병실등급별 원가

단위:백만원

구 분 인 건 비 재 료 비 관 리 비 계

1인실
내과계 900 1,821 1,810 4,531

외과계 685 781 1,178 2,644

2인실
내과계 2,936 4,098 5,481 12,515

외과계 3,239 5,318 6,268 14,825

3인실
내과계 65 77 119 261

외과계 71 95 92 258

5·6인실
내과계 4,289 7,076 6,418 17,784

외과계 5,602 8,970 7,880 22,452

계 17,787 28,236 29,247 7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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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병 실등급별 손익

병실등급별로 의료이익은 총수익에서 총원가를 등급별로 차감하여 계산

한 결과 연간 총 14,138백만원의 의료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병상당 이익은

1, 2, 3, 5- 6인실 순이었다(표 8).

표 8. 병실등급별 손익

단위: 병상수,백만원,천원

구분
연병상수 입원수익 원가 이익

1병상

당이익

(A ) (B) (C) D(B- C) (D/ A )

1인실
내과계 13,391 6,840 4,531 2,309 172

외과계 10,376 4,240 2,644 1,596 154

2인실
내과계 49,640 16,337 12,515 3,822 77

외과계 48,910 18,202 14,825 3,377 69

3인실
내과계 1,095 315 261 54 49

외과계 1,095 312 258 54 49

5·6인실
내과계 87,016 19,108 17,784 1,324 15

외과계 110,025 24,054 22,452 1,602 15

계 321,548 89,407 75,270 14,13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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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준병상과 상급병상의 이익규모 비교

연구병원의 기준병상과 상급병상간의 이익을 분석한 결과, 병상당 이익

과 환자 1인당 이익은 내과계가 외과계보다 많았다.

각 병실등급별 면적당이익은 2인실 내·외과계 모두 기타 병실등급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표 9. 기준병상과 상급병상간의 이익규모 비교

단위:원

구분 병상당이익 환자1인당이익 면적당이익

1인실 내과계 172,421 214,840 8,718

외과계 153,832 196,451 7,769

2인실 내과계 76,988 83,356 15,095

외과계 69,043 79,151 13,537

3인실 내과계 49,109 50,445 11,420

외과계 48,986 49,575 11,392

5·6인실 내과계 15,220 15,851 8,952

외과계 14,563 15,588 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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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모의실험 (S imu la tio n) 결과

가 . 병 실등급별 최대이 익 병상규모 (최적점 )

각 병실등급별 연구자료에서 각 병실등급별 면적과 고객의 요구도를 감

안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최대 이익을 내는 병상수는 1인실의 경우 내과계

16병상 외과계 23병상이었다. 2인실은 내과계가 202병상, 외과계가 198병

상, 3인실은 내·외과계가 각 3병상, 6인실은 내과계가 198병상, 외과계가

252병상이었으며 총이익은 15,511백만원 이었다.

또한 면적당 일일이익은 1인실의 경우 내과계 8,718원, 외과계 7,769원,

2인실은 내과계 15,095원, 외과계 13,537원, 3인실은 내과계 11,420원, 외과

계 11,392원, 6인실은 내과계 8,952원, 외과계 8,566원으로 2인실이 면적당

의료이익 가장 높았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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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병실등급별 최대이익 병상규모

구분 병상수

1인당

면적

( 평 )

연간

병상수

병상당

일일이익

(원)

평당일일

이익

(원)

연간

총이익

(백만원)

1인실 내과계 16 19.8 5,840 172,421 8,718 1,007

외과계 23 19.8 8,395 153,832 7,769 1,291

2인실 내과계 202 5.1 73,730 76,988 15,095 5,676

외과계 198 5.1 72,270 69,043 13,537 4,990

3인실 내과계 3 4.3 1,095 49,109 11,420 54

외과계 3 4.3 1,095 48,986 11,392 54

5·6인실 내과계 198 1.7 72,270 15,220 8,952 1,100

외과계 252 1.7 91,980 14,563 8,566 1,340

소계 내과계 419 152,935 51,244 12,656 7,837

외과계 476 173,740 44,171 11,028 7,674

계 895 326,675 47,472 11,795 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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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병 실등급별 고객요 구도 반영시 이익규 모

각 병실등급별 연구자료에서 고객의 희망 병상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초자료의 881병상에 적용시켜 모의실험한 결과, 총병상

수는 기초자료보다 526병상이 늘어난 1,407병상이었으며, 수익은 2,585백

원이 줄어든 11,553백만원 이었다 . 병상수가 증가한 것은 기준병상 요구도

인 93.8%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표 11).

표 11. 병실등급별 고객요구도 반영시 이익규모

구 분 병상수

1인당

면적

( 평 )

연간

병상수

병상당

일일이익

(원)

연간

총이익

(백만원)

1인실
내과계 24 19.8 5,840 172,421 1,510

외과계 37 19.8 8,395 153,832 2,078

2인실
내과계 14 5.1 73,730 76,988 393

외과계 12 5.1 72,270 69,043 302

3인실
내과계 3 4.3 1,095 49,109 54

외과계 3 4.3 1,095 48,986 54

5·6인실
내과계 738 1.7 72,270 15,220 4,100

외과계 576 1.7 91,980 14,563 3,062

전체
내과계 779 152,935 51,244 6,057

외과계 628 173,740 44,171 5,496

계 1,407 326,675 47,472 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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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모 의실험 결과 에 대한 비교 분석

고객이 희망하는 병실등급별 요구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를 분석의 기초자료를 기준하여 이익의 최적규모와 비교한 결과 병상수는

기초자료가 881병상, 최적규모는 895병상, 고객요구도 그대로 반영시 1,407

병상이었다.

이익은 기초자료가 14,138백만원 , 최적규모가 15,511백만원, 고객요구 그

대로 반영시에는 11,553백만원 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병상을 이익이 최대가 되는 병상수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

재보다 병상은 14병상이 , 이익은 1,37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고객의 요구하

는 대로 병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병상은 526병상이 증가하나 이

익은 2,585백만원이 감소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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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병상수, 백만원

구 분

적 용 전 적 용 후 차 이

최적규모 고객요구반영 최적규모 고객요구반영

병상수 이익 병상수 이익 병상수 이익 병상수 이익 병상수 이익

1인실
내과계 37 2,309 16 1,007 24 1,510 - 21 - 1,302 - 13 - 799

외과계 28 1,596 23 1,291 37 2,078 - 5 - 305 9 482

2인실
내과계 136 3,822 202 5,676 14 393 66 1,854 - 122 - 3,429

외과계 134 3,377 198 4,990 12 302 64 1,613 - 122 - 3,075

3인실
내과계 3 54 3 54 3 54 - - - -

외과계 3 54 3 54 3 54 - - - -

5·6

인실

내과계 238 1,324 198 1,100 738 4,100 - 40 - 224 500 2,776

외과계 302 1,602 252 1,339 576 3,062 - 50 - 263 274 1,460

전체
내과계 414 7,509 419 7,837 779 6,057 5 329 365 - 1,452

외과계 467 6,629 476 7,674 628 5,496 9 1,045 161 - 1,133

계 881 14,138 895 15,511 1,407 11,553 14 1,374 526 - 2,585

표 12. 기초자료와 최적규모 및 병실요구도 반영시 이익 비교

- 33 -



Ⅴ .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한 종합병원의 수익과 진료원가를 기초자료로 하여 기준병상

수와 상급병상수의 최대이익을 내는 적정규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분석하였으나 연구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분석자료로 이용했던 병실등급별 원가계산 중 인건비 배분기준을

의사와 간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인 응답결과에 근거하여 5- 6인실을

기준한 병실등급별 가중치를 설정함에 따라 다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

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원가계산을 함에 있

어 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발생원

가를 발생매출에 따라 배분한 연구(박영택, 1994)와는 차이가 있으며 염용

권(1995)의 의료보험 입원료 수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기준병상, 중환자실,

무균병실, 격리병실, 정신과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 함에 있어 의사 및 간호

사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연구결과를 의료보험수가로 반영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비록 한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이

론적인 뒷받침은 있다고 본다.

또한 제한된 병상자원을 이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내는 병상규모를 설정

함에 있어 환자의 병상 요구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에 반영함으로

서 병원의 이익과 고객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병상 규모를 도출

하는 방법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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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병원이 입원진료를 통한 진료이익을 높이려면 병상가동율을 증대시키거

나 평균재원일수를 단축하거나 수익성이 우수한 진료과에 좀더 많은 병상

을 배정함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진료과별 최적병상수와 최적병상규모에 대

한 제한된 수의 연구가 있었다. 박영택(1994)은 과별 입원원가의 배분이 곤

란함을 이유로 이익분석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건비, 관리비 및 개별추적이 곤란한 재료비를 단순히 매출비율에 따라

배분함으로 인해 원가의 배분이 적절하지 못하였다.

염용권(1995)은 의료보험 입원료 수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기준병상, 중

환자실, 무균병실, 격리병실, 정신과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의사

및 간호사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였으나, 상급병실에 대한 업

무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Kuzdral등(1992)은 운영병상의 재원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외과병상의 수요는 외과환자에 할당된 병상수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시설과 관련된 수익,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밖에 병상을 연구단위로 한 선행연구(조우현, 1986; 안인환, 1990; 문

옥륜, 1991; 김영훈, 1998)가 있었으나, 모든 연구가 재원기간과 병상수입의

비교연구로, 이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료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기준병상수와 상급병

상의 적정규모를 알아보고자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등급별 병상차이에 따른 원가를 기초

로 환자당이익, 병상당이익 , 면적당이익을 분석한 결과 환자당이익, 병상

당이익은 기준병상에 비해 상급병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면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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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2인실이 가장 높았다. 이는 병상가동율과 병상회전율이 높았기 때문

이라 판단된다. 둘째, 면적을 기준으로 한 병실등급별 최적규모를 규명한

결과 1인실과 5- 6인실 병상을 면적당이익이 가장 높은 2인실로 전환할 경

우 병상은 14병상이, 이익은 연간 1,373백만원이 증가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위해 의사 및 간

호사의 서비스량을 조사하여 인건비를 배분하였으며 환자의 병실등급별 희

망요구를 파악한 결과를 모의실험에 적용함으로서 과거의 자료 보다 일 진

보된 연구라 생각된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좀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무한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

원에서도 입원서비스를 함에 있어 환자의 요구를 감안한 기준병상수와 상

급병상수를 적정규모로 갖추어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병상가동

율과 병상회전율을 증대시켜 경영수지개선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병원이 비영리조직이지만 최신의 신기술 도입 및 개발을 위해서 시

설물의 투자, 유지, 보수를 위하여 투자가 불가피하고 교육, 연구, 진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환자의 요구를 감안함과 동시에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

준병상수와 상급병상수를 적정규모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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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이 연구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1,100병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고객

요구도를 반영함과 동시에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기준병상수와 상급병상수

의 적정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실험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병실등급별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의

93.8%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상에 입원하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병실등급별 원가계산에 있어 인건비 배부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병동의 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실등급별 서비스량을 설문조사한 결

과 기준병상인 5- 6인실을 기준으로 1인실의 내과계는 1.7배, 외과계는 1.9

배, 2인실의 내과계는 1.4배, 외과계는 1.7배, 3인실의 내·외과계는 각각

1.2배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인건비 배분시 등급별 가중치로 적용하였

다.

셋째, 병실등급별 병상당 이익을 계산한 결과, 1인실은 내과계 172천원,

외과계 154천원, 2인실은 내과계 77천원, 외과계는 69천원, 3인실은 내·외

과계 모두 49천원, 5- 6인실 내·외과계 모두 15천원으로 1인실 내과계 이

익은 6인실 이익에 11.3배, 외과계는 10.6배가 많았다.

환자 1인당 이익은 1인실의 내과계 215천원 외과계 196천원, 2인실 의

내과계 83천원, 외과계 79천원, 3인실의 내·외과계 50천원, 5- 6인실의

내·외과계 모두 15천원으로 1인실의 경우 내과계 환자당 이익은 6인실 이

익에 13.6배 외과계는 12.6배가 많았다.

평당 이익은 1인실의 내과계 8,718원,, 외과계 7,769원, 2인실의 내과계

15,095원, 외과계 13,537원, 3인실의 내과계 11,420원, 외과계 11,392원, 5- 6

인실의 내과계 8,952원, 외과계 8,566원으로 2인실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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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당 이익과 환자1인당 이익에 있어 1인실이 높게 평가된 것과는 대조

되는 결과였다.

넷째, 병실등급별 원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병원 전체이익이 최대가 되

는 적정병상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도를 감안하여 모의실험 한

결과, 1인실의 내과계 21병상, 외과계 5병상을 2인실로 전환하고, 6인실의

내과계 40병상, 외과계 50병상을 2인실로 전환하면 병상수는 14병상이 증

가하며 의료이익은 연간 1,373백만원이 증대되었다.

다섯째, 고객이 희망하는 병실등급별 요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와 기

초자료 및 최적규모의 병상수 및 이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익의 최적규

모는 895병상이었고, 고객 요구도를 반영시에는 1,407병상이었으나, 이를

기초병상을 기준으로한 이익규모와 비교하면 895병상시에는 1,373백만원이

증가하며, 1,407병상시에는 2,585백만원이 감소한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위면적당 이익을 기준하여 등급별 병상

수의 규모를 재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병상중 일부를 평당이익이 가장 많은

병실로 전환하는 것이 병원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연구의 결과는 병실등급별 진료원가 배분시 인건비 배분기준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일 병원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기에 모든 병원

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해당 병원에 맞는 원가계산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병상배분을 하는 것이 경영수지상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병원 설립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상 규모를 재설계하

고자 할 때에는 단위 면적당 이익이 많은 병실등급을 고려하여 병상배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병원정책적인 관점에서 입원환자의 병상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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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기준병상의 입원료를 현실화하

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인건비 배부기준을 좀더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재료비, 인건비, 관

리비 변동에 따른 병상등급별 이익의 변화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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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5학기 백 승 준 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설문에 응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

립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준병상수와 상급병상수의 적정규모에 관해 연

구 하고자 함이며 이에 필요한 병실등급별로 귀하가 소비하시는 서

비스량에 대한 의견을 담고자 합니다.

응답하여 주신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

이며 끝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 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 승 준 드림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 승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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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동근 무 의사 및 간 호사 의 병 실등 급 별 서 비 스 시간

진료과 병동

설문 내용

병동에 근무하시면서 병실등급별로 환자를 진료나 간호를 하실 때

소요되는 시간을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병실등급별로 환자 1인

당 소요시간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단, 환자의 상태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5- 6인실 계(100)

의사(전문의

,전공의)

진료, 회진, 상담,

시술, 타과자문,

교육등

100

간호사
주사, 처치, 투약지도,

퇴원교육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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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손익계산서

제x기 200x년 x월x일부터 200x년x월x일까지

제x기 200x년 x월x일부터 200x년x월x일까지

oo 병원 단위 : 원(또는 천원)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의료사업수익

입원수익

외래수익

..

의료수익조정

의료부대수익

...

xxx

xxx

xxx

xxx

xxxx

xxx

xxx

xxx

xxx

xxxx

Ⅱ. 의료비용

1. 인건비

(1) 의사급여

..

xxx xxxxx xxxx xxxx

2. 약제비

(1) 약품비

..

xxx xxx xxx xxx

3. 관리비

(1) 복리후생비

..

xxx xxx xxx xxx

4. 지정진료경비 xxx xxx xxx xxxx
5. 의학교육연구비

임상연구비

..

xxxx xxxx xxxx xxx

손 익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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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료이익 xxx xxx xxx xxx

Ⅳ. 의료외수익

수입이자와할인료

...

xxxx xxxx xxxx xxxx

Ⅴ. 의료외비용

지급이자와할인료

...

xxxx xxxx xxxx xxxx

Ⅵ. 경상수익 xxxx xxxx xxxx xxxxx

Ⅶ. 특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

xxxx xxxx xxxx xxxx

Ⅷ. 특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

xxxx xxxxxx xxxx xxxx

Ⅸ.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또는손실)
xxxx xxxx xxxxx xxxx

Ⅹ. 법인세등 xxxxx xxxxx xxxxx xxxx

. 당기순이익(또는순손실) xxxx xxxx xxxx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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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공통비 배부 기준

배부기준 계 정 과 목 비 고

환자수

수선유지비 - 기타자산(전산)
감가상각비(전산)

소 모 품비 - 전산용품

재 료 비(산소사용료) 입원환자수

수익

(입원,

외래,

건진)

광고선전비 - 홍보비

- 광고비

잡 비 - QC경비(QA과)
지급 이자 - 금융이자

장애자고용분담금

지급수수료 - 카드 카드수익

대손 상각

고정자산

지급 이자 - 리스이자 금융리스가액

외환차손 및 환율조정차 상각 금융리스가액

보 험 료

기타

인사DAT A (식수 인원)
중앙공급 불출실적

병동용원수

복리후생비 - 중식대 우편료

외주용역비 - 세탁 전산실 과별 T / O
- 병동용역 수도광열적수

- 문서수발

- 전산

- 전력:전등,시설,장비로 구

분

수도광열비 - 전 계정 전등, 시설은 면적장비는

장비수를 가중치로 사용하

여 작성

- 수도, 도시가스료 : 영양

과,

통 신 비 - 전화료 중앙공급실, 시설과를

외주용역비 - 사무용역 제외한 부서는

차량유지비 면적배부

회선수

배치된 인원의 근무시간

차량배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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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기준 계정과목 비고

급여비

복리후생비 - 고용보험

급.상여비
- 산재보험

세금과공과 - 사업소세

퇴 직 금 - 퇴직급여충당금

직원수

복리후생비 - 단체정기보험 ST AFF 제외

- 선물비 ST AFF 제외

- 동호회비

- 노사협의회

- 중식대 의사수(전문+전임)

- 통근버스 직원수(비의사)

- 탁아소 어린이집 사용인원

행사비

교육훈련비 - 입문(교육과) 간호사수

- 채용(인사과) 간호사수

- 기타(교육과)

잡비 - QC경비(교육과)

통신비 - 기타

잡비 - CAT V

급여 - 기초의학교수 의대 의사수

면적

외주용역비 - 시설관리

수선유지비 - 건물

- 환경관리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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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진료지원 원가배부기준

부분 예산부서명 기준

행정
기획실, 사회사업실 수익

원장단, 경영지원실 직원수

진료지원2

각 의국(의사인건비 포함) 환자 Care 시간

의무기록과 환자수(치과제외)

의학정보센타 직원수

감염관리실 중환자실 환자수

의공기술과 의료장비가액+리스장비가액

원무과, 보험과, 자원봉사자실, 환자수(입+외)

진료지원실

연구소 수익금(입+외+건)

자재과 진료과 연구비실적

교육수련부(행정실) 자재불출실적

간호부 진료과연구비+학회 실적

정맥주사팀 입원환자수

중앙공급실 불출실적

약제부 약제수익

영양과 식대수익

진료지원1

센터

암센타, 심혈관센타, 신경센타, 장기이

식센타, 알레르기센타, 혈관센타
센타 진료 환자수

진료지원1

검사

소화기검사실, 내시경실, 순환기검사

실, CAT H LAB, 호흡기검사실, 당뇨

검사, 혈관검사, 안과검사실, 이비인후

검사실, 신경과검사실, 재활치료실, 방

사선치료실, 방사선촬영실, 투시조영

실, SONO실, ANGIO실, CT 실, MRI
실, 소화초음파실, 진단혈액실, 임상화

학실, 임상미생물실, 진단면역실, 임상

경검실, 혈액은행

각 실별 환자당 검사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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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예산부서명 기준

진료지원1
검사

진단유전자실

외과 병리실

세포 검사실

특수 검사실

핵체내검사실

핵체외검사실

P E T 실

투석실

P A C S 팀

각 실별 환자당 검사수익

〃

〃

〃

〃

〃

〃

〃

환자당 사용DAT A량

진료지원1
수술

중앙 수술실

통원 수술실

마취과

수술간호과

회복실

수술시간(재료제외)
재료 : CaseCart 실적

진료지원1
병동

전 병동 병동 환자수

지료지원1
중환자

일반외과중환자실

흉부외과중환자실

신경외과중환자실

내과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심장내과중환자실

중환자실 환자수

진료지원1
외래

외래(1A )
외래(2A )
외래(2B)
별관동외래

진료과별 간호사 T / O

진료지원1
기타

가정간호과 가정간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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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A S t udy on the Op t im um S ca le of t he N um b e r of b e d s

of B o th t he S tanda r d and the H ig h- Clas s

- w ith a f ocus on a Gen eral H osp ital -

Seung Joon Back

Depar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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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e purpose of this study w as the acquisition of the optimum scale

of the apportionment of standard & high- class bed for the maximum

profit representative of the desire of customers in a General Hospital

with 1,100 beds located in Seoul. T his investigation was proceeded by

the analy sis of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with the survey of both the

patient s ' needs for bed and the degree of the medical service by the

grade of the w ard. And finally the consequence w as obtained as

follow s:

a . T 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inpatient s ' preference for

the grade of ward classes show s that a private w ard reflected 4.3

percent , a semi- private w ard 1.7 percent , a three- bed w ard 0.1 perc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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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ward with six beds 93.9 percent each other .

b . A questionnaire poll w as paralleled of service term s of a medical

doctor and a nurse by w ard class , the data w ere used for the standard

of the allotment of labor cost by the w ard class . T he poll show s that

the service term of a medical doctor and a nur se based on a w ard with

six beds by w ard class showed 1.7 times in internal medicine and 1.9

times in surgery at a private ward; 1.4 times in internal medicine and

1.7 times in surgery at a semi- private room ; and 1.2 times both in

internal medicine and in surgery at a three- bed ward.

c. T he resultant findings revealed the most profit per bed and per

patient in a private ward. How ever , an analysis of profit with a

standard of unit area by ward class represented a higher profit in both

the internal medicine and the surgery semi- private ward than other

ward classes .

d. T he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simulation based on the data

of the prime cost per the w ard class proved the optimum scale of the

distribution of beds by class as follow s: sixteen beds of the internal

medicine and twenty three beds of the surgery in the private ward; tw o

hundreds and tw o of the internal medicine and one hundred and ninety

eight of the surgery in the semi- private room ; three of both the

internal medicine and the surgery each other in the three- bed ward;

one hundred and ninety eight of the internal medicine and tw o hundred

and fifty tw o of the surgery in the w ard with six beds .

T he result of this research exhibit s that the inco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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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 of the hospital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part s of

wards into private ones (containing the maximum profit per a unit of

width ) in case the scale of the number of beds is rese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profit per the unit width .

In the near future it ' s strongly expected that the research for the

more scientific standard of the allotment of labour cost by ward class

and for definition of the optimum scale of the number of beds that

actualize the maximum profit with the change of the three elements of

the prime cost : cost of materials ; labor cost s ; management expenses .

key words : the prime cost , the profit per bed, the profit per inpatient ,

the profit per a unit width , th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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