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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2010년 1.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보다 

낮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시장의 대형화와 

전문화로 인한 경쟁력 고조는 병원경영컨설팅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고, 

의료기관의 평가정보 개방으로 병원간 진료실적 분석은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 연구는 병원간 진료실적의 상대비교를 통한 진료분석컨설팅을 수행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경영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의료기관들의 특성들은 병원 특성,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특성의 3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진료분석컨설팅 

수행 의료기관 51개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18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기술적 분석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 경영자유형, 수가위원

회, 소재지, 인지경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로 기술하였고, 병

상수, 전문의수, 개원기간, 65세 이상인구비율, 천명당 병상수, 최고경영자의 

교육참석률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은 paired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입원 건당

진료비 차와 변화율과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해서 linear regression analysis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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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분석컨설팅 전∙후 의료기관의 입원 건당진료비는 평균 

7.85%(±11.38469)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01). 

둘째,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 특성과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수가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최고경영자 교육참석률이 

높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위의 연구결과는 병원경영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수가위원회를 통한 진료지표 관리가 효율적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컨설팅의뢰 시 담당자 및 대상자에 대하여 컨설팅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필요성을 교육한 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핵심 되는 말: 진료분석, 컨설팅, 건당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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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의료시장은 대형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도 향상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정보의 개방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관리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용균(2009)은 의료자원의 불균형, 낮은 의료수가, 

의약분업,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과잉, 의료인력 수급 부족,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은 병원 경영을 더욱 악화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2010년 1.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보다 

낮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상돈(2010)등은 

보고하였다.   

이러한 병원경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혁(1989)의 연구에서는 

병원의 진료실적 및 생산성 분석과 내부프로세스 및 조직관리, 경영관리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병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재 병원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권성탁(2004)은 

지적하고 있다. 장영(1996)은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진료정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채영문(2010)은 의료진의 

의사결정은 의학적인 소견과 더불어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되 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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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를 위한 능률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곽홍주(2008)는 많은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의 

차원’에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고, 이들 경영혁신 활동의 대부분이 외부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아 추진되었으며 의료계에서도 국내 많은 병원들이 

병원경영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병원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혜영(2001)은 

병원 내에서는 컨설팅서비스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경영전략 수립과 조직·인력진단 및 구조조정 등의 경영전략을 

구사하며, 컨설팅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병원의 환경과 조직에 따라 그 방법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진행하여야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의 활용도 증진은 병원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의료자원의 활용도가 확보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적정진료로 인한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URS1)는 

의료기관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위한 진료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진료분석시스템은 경영분석 및 진료분석을 토대로 한 

의료자원활용도에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 인적자원과 진료분석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진료분석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진료지표관리 및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URS 홈페이지). 

 

1)URS: 유알스코프코리아로서 이하 URS 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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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 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논문들은 경영전략에 따른 성과분석 중 

의료이익률, 연평균 증가율은 진취형을 취하는 병원이 높았고(권성탁. 2003) 

개인소유 형태, 최고경영자의 장기연수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총자본이익률이 

높았다(조경진, 1991). 수익성 관련한 요인분석 중 의료수익순이익률은 

설립주체, 경쟁병원 인식 유무, 새로운 서비스 개발 유무가 관련이 

있었으며(정은욱, 1991) 의료수익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지역주민요구 파악, 인간관계 전략, 교육기능, 현재 

전략추구 스타일, 소유형태 등(허근철, 1998)이었다. 반면 병원경영수익의 

대부분인 진료성과 측정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의 평균진료비인 입원 건당진료비를 측정하여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을 비교 분석하고 

진료분석컨설팅을 수행한 병원들에 대하여 병원의 특성과 컨설팅 내용∙방법을 

분석하여 입원 건당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컨설팅 성과 향상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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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앞서 살펴본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URS자료를 이용하여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과 컨설팅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특성에 따른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병원경영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분석컨설팅 전∙후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을 분석한다. 

둘째,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특성과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5 

 

Ⅱ. 문헌고찰 

 

1. 진료분석컨설팅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움이나 곤란에 처했을 때, 혹은 사업수행에 

있어서 자문이나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할 때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관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 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그리고 전문적·기술적인 요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직이 흡수할 수 없을 때 기업이 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윌리엄 코헨(William A. Cohen, 1994). 

경영컨설팅기관의 업무는 크게 전략,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직설계 및 변화관리, 감사 및 

세무를 포함하는 회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컨설팅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종합컨설팅사, 전략전문 컨설팅사, 정보시스템전문 

컨설팅사로 구분할 수 있다(David J. Collis, 2000). 

`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충실의 

시대로 전환 중이며 의료서비스 시장의 구조는 공급자중심의 시대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재편 중이다. 더불어 유한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 의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로 병원경영자들은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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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쟁과 규제’라는 복잡 미묘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병원컨설팅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병원의 주요 업무는 환자 진료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진료실적 

분석이 필수 요건이며(정상혁, 1898). 절대적인 평가가 곤란하므로 비슷한 

규모의 병원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상대비교평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강창렬, 2010). 

  이 연구에서는 병원의 진료실적을 분석하여 병원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컨설팅 분야를 진료분석컨설팅이라 정의한다. 

 

1) 진료분석컨설팅 개요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진료정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상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이 광범위한 

진단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므로 전문 의료컨설팅업체를 

활용함이 효율적이다(장영, 1996). 의료기관은 컨설팅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으며, 다른 병원의 아이디어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용이하다(보건산업진흥원, 2001`). 진료실적을 다른 병원과 상대 

비교함으로써 본원의 위치를 파악하여 진료지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과잉·과소진료를 예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박현주, 

1999). 또한 임의비급여 정리는 의료기관이 민원이나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고객으로부터 신뢰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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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된다(대한병원협회 2005).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은 진료분석컨설팅을 통하여 건전성과 진료수익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진료적정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므로 

국민들은 입원기간과 진료비용 등을 예측하고 높은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적정진료는 국민들로부터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검사시행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적정성평가항목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지표관리와 약제비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임의비급여 

정리를 통하여 진료비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병원경영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료실적분석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URS는 병원경영컨설팅 분야 중 

솔루션을 통한 병원간 진료실적의 상대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컨설팅 기관이다.  

URS의 진료분석컨설팅은 다음과 같다. 

진료분석컨설팅은 병원의 진료성과를 분석하고 임의비급여를 정리하며 

적정진료를 위한 진료패턴을 구현하여 최상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을 목표로 

한다. 진료분석컨설팅 진행방법은 중요성과 개선가능성이 높은 주요 진료과의 

주요질환에 집중하여 적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개선과 교육을 통해 실행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진료분석컨설팅의 첫 번째 단계는 진료패턴 분석이다. 진료패턴 분석은 

병원별, 진료과별, 다빈도 질환 및 수술별, 환자의 중증도, 의사별 진료실적 

분석, 의료장비, 진료수가 등에 대하여 본원과 비교병원간의 상대 비교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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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적정화 전략도출로서 병원차원의 진료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진료과의 담당자 심층 인터뷰 및 실무자 중간협의로 이루어 

진다. 

세 번째 단계는 교육과 전략실행으로 병원차원의 진료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로 역량분석 결과 발표와 진료적정화 협의와 교육을 위한 개별 미팅을 

진행하다. 

네 번째 단계는 진료패턴 적정화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진다. 

 

2) 진료패턴분석시스템 

URS 의 진료패턴분석시스템은 병원의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의사 결정도구인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재검토(Review)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Determination)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병원별, 진료과별, 개인별, 

질환별에서 세부 진료항목별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병원은 객관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본원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으며, 병원간 

세부 진료항목별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질환별 중증도와 진료비, 재원일수 등에 대한 병원간 분석은 적정진료에 대한 

질적 개선과 병원경영 지표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U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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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분석컨설팅을 위하여 진료실적 및 의료자원 이용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URS 의 진료패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병원들간의 진료실적 등에 

대하여 상대 비교분석을 한다.  

 

3) 진료패턴 분석시스템 구성도 

URS는 전국 회원병원으로부터 수집된 진료비청구자료는 DW(Data 

Warehouse)에 구축되어 자료처리 후 OLAP을 이용하여 다차원분석을 할 수 

있으며, 회원병원은 부여된 ID로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진료비 분석시스템은 40여 개의 차원과 900여 개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본원과 비교 병원그룹과의 진료지표를 상대 비교 분석 할 수 있다. 

 

그림 1. 진료패턴분석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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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패턴 분석시스템 분석 내용 

분석내용은 병원의 진료비를 병원별, 진료과별, 개인별, 질환별, 세부 

진료항목별로 분석할 수 있으며 OLAP을 통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다. 

즉, 기간별, 진료과별, 보험유형별, 진료형태(입원, 외래)별, 질환별, 

개인별분석이 가능하며 분석범위는 진료역량분석과 진료패턴분석, 적정성 

분석, 삭감분석 등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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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료패턴 분석시스템 분석 내용 

구분 내용 

진료역량분석 

·진료과별 진료실적  

·입원외래별 진료실적 

·진료과별 진료실적 

·초재진별 진료실적 

·환자 중증도(ABC) 지표  

·생산성 지표: 병상이용율, 병상당, 전문의당 실적 

·진료비 구성비: 행위, 약제, 재료비 등 

·질환별·수술별 재원일수 분석 

진료패턴분석 

·질환별(KDRG, KOPG, ICD)분석, 수술별 처치패턴 

·주요 수술실적  

·처치별 처방률 및 시행률  

·질환분류별 분석: ·약제비: 복지부분류, 성분분류, KIMS분류 

·치료재료대 사용량, 처방율 등 

적정성 분석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제왕절개 분만율 

·외래약제급여 적정성(주사제, 항생제, 약품목수, 고가약제, 

소화기계 용약 등)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외래처방약제 인센티브 

·고혈압, 당뇨, 유소아 중이염 적정성 

삭감 분석 

·기간별 삭감추이, 진료과별 삭감 현황 

·삭감액, 삭감율, 삭감건수, 삭감유형별 

·주요항목별: 행위, 약제, 재료비 등 

기타 

·상대가치점수변경시 진료수익 예측 

·신규 과목 및 행위 도입시 진료수익 예측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제 진료실적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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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경영 성과 

병원경영 성과 분석은 수익성과 생산성, 유동성이 중요한 항목이며, 병원은 

환자 진료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진료실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1) 병원의 역할과 환경 변화 

병원의 역할이 환자에 대한 진료기능 외에도 의료종사자교육과 

임상의학연구, 지역사회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병원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복잡하게 되었다. 국민 소득수준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의료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는 

등 병원을 둘러싼 외부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병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병원경영 성과 영향 요인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나 병원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발전과 재투자에 필요한 비용은 병원의 수익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뿐 아니라 

병원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병원의 생산성 지표로 조정환자 1인당 

의료수익(평균진료수익), 병상당 환자수, 의사당 환자수, 의사당 의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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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당 환자수, 조정환자 1인당의료수익(평균진료수익),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 의사 1인당 의료수익, 병상당 조정환자수, 의사당 또는 직원당 

환자수, 100병상당 의료수익, 100병상당 조정환자수 등을 지표로 

이용하였다(권성탁, 2003).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영자의 

운영능력과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등 경영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곽홍주, 2008)하였다. 컨설팅 활용을 위한 사내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학습 수준, 컨설팅 산출물 활용도와 컨설팅 만족도가 각각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양향을 미친다(김익성, 2006)고 하였다.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컨설팅 성과가 높아졌다(곽홍주, 2008).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서 100병상당 전문의수가 많을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국공립병원이 개인병원보다 의료수익순이익률이 낮았고 경영적 

특성에서는 규정집과 지침서를 활용한 병원, 전산화가 안 되어있는 병원이 

의료수익순이익률이 낮았다. 환경적 특성에서는 경쟁병원에 대항 인식을 하는 

병원일수록,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일수록 의료수익순이익률이 낮게 

나타났다(정은욱, 1991). 

2009년 기준 약 10%의 65세 노인인구가 약 30%의 재정을 사용했는데 

전 인구의 15% 이상이 65세를 넘게 되는 2020년에는 보험진료비의 약 

43%를 노인인구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급속한 고령화 진행은 1인당 

의료비 지출과 입내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쳐 의료시장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시장내적 요인은 거시지표보다 의료시장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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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는 것으로 평가(나백주, 2011)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비 증가현상에 대한 연구결과 이는 수요측면의 원인으로 해석되며 

2008년 16개 광역지역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결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7번째로 노인인구 비중이 

많은 지역이 1인당 의료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의 증가가 

직접적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허순임, 

2010). 

시장성장대비 낮은 의료기관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규모별, 

병상유형별 편재성이 두드러져 수도권과 대형 병원은 급성기병상위주의 

투자에 주력하고 있어 이로 인해 200병상 미만의 지방 중소형 병원과 

요양병원의 도산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별 병원당 인구수와 병원 

도산율을 비교한 결과, 전북과 대구, 광주지역의 공급과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 병상당 매출액 등 수익성과 

병원효율성은 전년보다 호전되는 양상을 기록하였으나 지역별 실적 편차가 

두드러져 경남과 강원지역 병원의 수익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광역시 

권에서는 대전지역이 열위인 것으로(도철환, 2010)보고 되었다. 

   의료수익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로운 의료기술도입, 

지역주민요구 파악, 인간관계, 전략, 교육기능, 현재전략추구스타일, 소유형태 

등이며 조정환자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간관계전략, 

교육기능,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경쟁 정도, 구매방법의 개선, 

비용우위전략, 재원기간 단축노력 등으로(허근철, 1998) 보고하고 있다. 



 

15 

 

사외이사 경영참여의 요인으로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참석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기업성과변수 ROA(Return On 

Assets)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사외이사비율과 사외이사 참석률, 

감사위원회 설치는 ROA와 정(+)의 관계가 검증되었다(전무경, 2011). 

급성충수염의 경우 병상규모가 100병상당 인력이 건당진료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설립구분으로 개인병원이 국공립이나 사립대학, 법인 

병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정상분만의 경우 100병상당 산부인과 전문의수가 

건당진료비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의료장비 소유 ‘하’군은 다른 

군에 비하여 건당진료비가 적게 나타났다.  즉 각 병원의 급성충수염과 

정상분만의 건당진료비는 재원일수에 의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병상수와 관련된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정상혁, 1989).  

유선주(2012)는 학습전략과 경영전략의 연계의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경영 성과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이 업무현장에서 적용되는 학습의 

전이(transfer)는 교육담당 자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이며 학습의 전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이벤트) 만이 아니라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은 

각 기업의 목표와 전략 등에 따라서 기획 및 설계,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비계량적 요소인 의료수준, 서비스 만족도, 경영자의 의지, 

병원의 친화도, 조직문화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강창렬, 

2010). 또한 진료지표와 입원 건당진료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진료지표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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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를 관리하는 수가위원회 유무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컨설팅성과 향상을 위하여 고객 설문을 통한 만족도 측정 이외 컨설팅사의 

인지경로를 변수로 연구하였다. 컨설팅 방법과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방법과 교육참석률 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병원경영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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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병원경영 성과 관련 연구 

연구자 주제 연구내용 

권성탁 종합병원의 전략, 역량, 

조직구조 및 그 

상화관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물적 자원역량이 높을수록 전략유형, 

역량, 조직구조특성 및 병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음 

정은욱 중소병원의 수익성에 

관련된 요인분석 

100병상당 전문의수가 많을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중소도시의 

병원일수록 경영수익이 낮음 

조경진 종합병원의 경영전략에 

따른 성과분석 

개인소유형태, 최고경영진의 

장기연수경험이 있는 병원,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 한 병원들에서 병원경영 

성과가 높음 

허근철 우리나라병원의 

경영전략에 따른 

경영성과분석 

병상규모, 전략인식과 경영성과와의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의료기술도입, 

교육기능, 소유형태는 의료수익 

증가율에 영향을 미침 

정상혁 병원특성에 따른 

건당진료비 분석 

설립구분, 소재지, 장비소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병원특성별 

건당진료비는 특정 질환에서 병원인력, 

전문의수와 상관관계가 있음 

민인순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지표분석 

의료보호대상자의 건당진료비는 

재원일수와 투약일수와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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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URS 를 통하여 진료분석컨설팅을 수행한 의료기관의 컨설팅 

관련 특징을 확인하고 컨설팅 수행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는 컨설팅관련 특성이며 종속변수는 진료지표로서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다. 컨설팅 관련 특성과 

진료지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에서 병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종별, 

병상수, 전문의수, 개원기간, 경영자 유형, 수가위원회 변수가 사용되었다. 

지역적 특성으로 소재지, 65 세 이상 인구비율, 천명당 병상수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컨설팅 관련 특성으로 인지경로, 교육방법, 최고경영자 교육 

참석률 변수가 사용되었다. 진료지표와 컨설팅관련 특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개념적 틀은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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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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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진료지표이다. 진료지표는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로 구분된다. 입원 건당진료비 차는 컨설팅 후 입원 건당진료비에서 

컨설팅 전 입원 건당진료비를 차감하였다.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은 병원간 

진료비 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컨설팅 후 입원 건당진료비에서 컨설팅 전 입원 

건당진료비를 차감한 후 컨설팅 전 입원 건당진료비로 나누었다. 컨설팅 전후 

진료비는 년도별 수가인상률을 보정 한 후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가인상은 

진료수가 중 행위비에만 적용되므로 진료비중 행위비의 비중을 산출하여 일괄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입원 건당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 입원 건당진료비 =입원진료비/입원건수 

표 3. 종속변수 정의 

구분 변수 측정방법 

진료지표 

입원 건당진료비 

 차 (원) 

컨설팅 후 입원 건당진료비 

- 컨설팅 전 입원 건당진료비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 (%) 

{(컨설팅 후 입원 건당진료비 

- 컨설팅 전 입원 건당진료비)/ 

컨설팅 전 입원 건당진료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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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병원특성과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 특성 

변수이다. 

병원 특성 중 종별구분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원기간은 

2012년도에서 설립연도 차감한 년도로 표시하였다. 경영자 유형은 

경영위주와 경영과 진료를 병행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수가위원회는 

병원에서 진료수가와 관련된 관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미한다. 

지역적 특성 중 의료기관 소재지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65세 이상비율과 천명당 병상수는 

2008년~2011년 통계청의 지역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컨설팅 관련 특성 중 인지경로는 컨설팅 받은 기관의 병원 등 주변인의 

권유나 홍보에 의한 주변권유와 컨설팅사의 권유나 홍보, 강의, 인터넷 

홍보자료 등으로 인한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방법은 총 교육회수중 

집단식과 개별식 중 교육회수가 많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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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병원 

특성 

종별구분 0. 종합병원     1. 병원 

병상수(병상) 의료기관의 병상수 

전문의수(명) 의료기관의 전문의수 

개원기간(년) 2012 년도에서 설립연도 차감 

경영자 유형 0. 경영위주     1. 경영과 진료병행 

수가위원회 0. 무           1. 유 

지역적     

특성 

소재지 0. 대도시       1. 중소도시     3. 군지역 

65 세 이상비율 65세 이상 인구수/총 인구수*100 

천명당 병상수 병상수/총 인구수(천명)*100 

컨설팅 

관련 

특성 

인지경로 0. 주변권유      1. 외부요인 

교육방법 0. 집단식        1. 개별식 

최고경영자 

교육참석률 
총 교육회수/최고경영자 교육 참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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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 및 조사기간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서 URS 진료분석컨설팅을 

수행한 51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며 30 개 종합병원과 21개 병원 급을 

대상으로 한다. 

본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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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사의 PASW Statistics 18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1) 기초통계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의 빈도 및 분포, 평균을 확인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컨설팅 전∙후 입원 건당진료비와 입원 건당진료비 차, 변화율은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3)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 특성과 입원 건당진료비와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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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 병상수는 276.1병상, 평균 전문의수는 27.5명, 

평균개원기간은 23.7년 이었으며 종합병원이 62.7%, 경영과 진료를 병행하는 

경영자가 64.7% 였으며 수가위원회가 있는 기관들이 62.7%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병원들이 54.9% 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7%, 천명당 병상수는 8.1%로 나타났다. 컨설팅관련 특성 중 교육방법은 

개별식이 70.6%로 많았으며 최고경영자 교육참석률은 67.05%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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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특성 변수 (N=51) 백분율(%) 

병원특성 

종별 
병원 19 37.3  

종합병원 32 62.7 

경영자 유형 

경영위주 18 35.3 

경영과 

진료병행 
33 64.7 

수가위원회 
무 19 37.3 

유 32 62.7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병상수(병상) 276.14 ±192.633 

전문의수(명) 27.55 ±18.725 

개원기간(년) 23.73 ±27.841 

지역적 특성 

변수 (N=51) 백분율(%) 

소재지 

대도시 18 35.3 

중소도시 28 54.9 

군지역 5 9.8 

변수 평균 표준편차 

65 세 이상인구비율(%) 13.651 ±7.2804 

천명당 병상수(병상) 8.137 ±5.2468 

컨설팅 

관련특성 

변수 (N=51) 백분율(%) 

인지경로 
주변 권유 25 49.0 

외부 요인 26 51.0 

교육방법 
집단 15 29.4 

개별 36 70.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고경영자 교육참석률(%) 67.05 ±2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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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연구대상기관의 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paired t-test 를 실시한 결과 컨설팅 전 병원의 평균 입원 건당진료비는 

1,256,632원에서 컨설팅 후 평균 입원 건당진료비는 1,346,639원으로 평균 

입원 건당진료비가 90,008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7.85% 

상승하였다 (p<0.05). 

표 6.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현황 

변수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입원 

건당진료비 

(원) 

전 1,256,632 ±340,194 

-4.059 <0.001 

후 1,346,639 ±371,858 

차 90,008 ±158,363 

4.059 <0.001 

변화율(%)    7.85 ±11.38469 

 

1)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연구대상기관의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 특성과 컨설팅 전후 

입원 건당진료비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병원특성에서는 병원급의 변화율이 7.9%로 종합병원7.1% 보다 높았다. 

경영과 진료를 병행하는 경영자 유형의 의료기관이 경영위주 경영자 보다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가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들의 변화율은 10.9%로 

없는 병원들보다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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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에서는 군지역의 변화율이 10.9%로 변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의 변화율은 7.3%로 가장 낮았다. 

컨설팅 관련 특성 중 인지경로에서는 주변권유의 변화율이 외부요인의 

변화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은 개별식이 집단식 보다 높았다(표 

7,8). 

표 7.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원) 

변수명 

전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별 
병원 1,161,021 ±467,387 1,261,301 ±500,617 

종합병원 1,313,401 ±225,594 1,397,309 ±265,322 

경영자 

유형 

경영위주 1,214,610 ±282,129 1,299,918 ±293,135 

경영과 

진료병행 
1,279,552 ±370,149 1,372,124 ±410,503 

수가 

위원회 

무 1,200,028 ±385,878 1,261,059 ±411,626 

유 1,360,405 ±206,108 1,503,536 ±217,900 

소재지 

대도시 1,211,242 ±269,779 1,309,262 ±319,839 

중소도시 1,311,192 ±396,616 1,390,841 ±427,166 

군지역 1,114,497 ±141,995 1,233,666 ±161,614 

인지 

경로 

주변권유 1,248,167 ±294,115 1,346,645 ±315,507 

외부요인 1,264,771 ±385,071 1,346,635 ±425,433 

교육 

참석률 

집단 1,229,937 ±561,281 1,326,030 ±587,317 

개별 1,267,755 ±197,190 1,355,227 ±2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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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 

변수명 
차(원) 변화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별 

병원 100,280 ±65,985 9.199 ±5.860 

종합병원 83,908 ±194,469 7.052 ±13.687 

경영자 

유형 

경영위주 85,307 ±116,223 7.746 ±9.635 

경영과 

진료병행 
92,572 ±178,858 7.910 ±12.376 

수가 

위원회 

무 61,031 ±116,409 6.213 ±8.587 

유 143,131 ±100,129 10.857 ±7.72 

소재 

대도시 98,020 ±116,409 7.827 ±8.587 

중소도시 79,649 ±191,111 7.333 ±13.528 

군지역 119,169 ±85,177 10.849 ±7.627 

인지 

경로 

주변권유 98,477 ±108,320 8.296 ±8.490 

외부요인 81,864 ±196,857 7.425 ±13.771 

교육 

방법 

집단 87,472 ±179,385 7.364 ±12.513 

개별 96,093 ±95,201 9.023 ±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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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 건당진료비와의 관련성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특성과 입원 건당진료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입원 건당진료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 변수만 포함한 모형 1과 지역적 

특성과 병원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형 2, 지역적 특성과 병원특성에 컨설팅 

관련특성 변수 모두를 포함한 모형 3을 개발하였다. 

 병원특성 중 병상수 변수는 전문의 수 변수와 다중공선성을 유발함이 

확인되어 선형회귀분석에서의 변수에서는 제외되었다. 

 

(1)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의료기관 특성과의 관련성 

지역적 특성 변수만 포함한 모형 1의 경우 p값이 <0.001으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유의한 회귀모형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8.6%였다. 모형 

1에서 소재지에 따른 입원 건당진료비 차는 군지역에서 높았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차가 높았고,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지역적 특성과 

병원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의 경우 p값이 0.001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유의한 회귀모형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7.8%로 모형 1보다 

설명력이 높았다. 소재지, 65세 이상 인구비율, 천명당 병상수별 입원 

건당진료비 차는 모형 1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병원특성별로 수가위원회가 

있는 병원군에서 입원 건당진료비 차가 높았다. 지역적 특성과 병원특성에 

컨설팅 관련특성 변수 모두를 포함한 모형 3의 경우 p값이 0.16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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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인 0.05보다 커 유의한 회귀모형이 아니었으나 소재지와 65세 이상 

인구비율, 수가위원회별 입원 건당진료비 차는 모형1, 모형2와 동일하였으며 

컨설팅관련 특성별로 교육참석율이 높은 병원군에서 입원 건당진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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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의료기관 특성과의 관련성 

변수명 분류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지역적 

 특성 

소재지 

대도시(기준) 1.00 
 

1.00 
 

1.00   

중소도시 -16,028 0.707 -24,453 0.576 -21,515 0.649 

군지역 422,921 0.001 464,815 0.001 495,776 0.001 

65 세 이상 비율 -24,784 <0.001 -23,454 <0.001 -24,816 <0.001 

천명당 병상수 17,433 0.002 12,915 0.032 12,975 0.053 

병원특성 

종별구분 
종합병원미만(기준) 

  
1.00 

 
1.00 

 
종합병원 이상 

  
-69,557 0.268 -55,079 0.402 

전문의수 
  

-564 0.763 72 0.972 

개원기간 
  

144 0.883 -341 0.756 

경영자 유형 
경영위주(기준) 

  
1.00 

 
1.00 

 

경영과 진료병행 
  

-21,820 0.665 -22,108 0.670 

수가위원회 
무(기준) 

  
1.00 

 
1.00 

 
유     131,118 0.034 131,234 0.039 

컨설팅 

관련 

특성 

인지경로 
주변권유(기준)     

  
1.00 

 
외부요인 

    
27,129 0.556 

교육방법 집단(기준) 
    

1.00 
 

  개별 
    

26,278 0.670 

교육참석률     
  

1,213 0.031 

(상수) 253,810 <0.001 296,533 0.001 181,284 0.163 

R-squared   0.286   0.37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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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과 의료기관 특성과의 관련성 

지역적 특성 변수만 포함한 모형 1의 경우 p값이 <0.001으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유의한 회귀모형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2.8%였다. 모형 

1에서 소재지에 따른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은 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고,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 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적 특성과 병원특성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의 

경우 p값이 0.001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아 유의한 회귀모형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1.8%로 모형 1보다 설명력이 높았다. 소재지, 65세 이상 

인구비율별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은 모형 1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병원특성별로 수가위원회가 있는 병원군에서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 특성과 병원특성에 컨설팅 관련특성 변수 모두를 

포함한 모형 3의 경우 p값이 0.071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커 유의한 

회귀모형은 아니었으나 소재지와 65세 이상 인구비율별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은 모형1, 모형2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컨설팅관련 특성별로 

교육참석율이 높은 병원군에서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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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과 의료기관 특성과의 관련성 

변수명 분류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지역적 

 특성 

소재지 

대도시(기준) 1.00 
 

1.00 
 

1.00 
 

중소도시 -0.337 0.916 -0.759 0.817 -0.458 0.899 

군지역 28.684 0.003 31.296 0.002 33.230 0.003 

65 세 이상 비율 -1.581 0.001 -1.514 0.002 -1.596 0.002 

천명당 병상수 1.106 0.007 0.846 0.061 0.873 0.086 

병원특성 

종별구분 
종합병원미만(기준)     1.00 

 
1.00   

종합병원 이상 
  

-5.313 0.261 -4.880 0.331 

전문의수 
  

-0.078 0.582 -0.060 0.701 

개원기간 
  

0.007 0.928 -0.008 0.921 

경영자 

유형 

경영위주(기준) 
  

1.00 
 

1.00 
 

경영과 진료병행 
  

-2.463 0.516 -2.682 0.499 

수가위원회 
무(기준) 

  
1.00 

 
1.00 

 
유     9.136 0.049 9.223 0.056 

컨설팅 

관련특성 

인지경로 
주변권유(기준)         1.00   

외부요인 
    

2.162 0.539 

교육방법 집단(기준) 
    

1.00 
 

  개별 
    

1.192 0.799 

교육참석률         0.044 0.047 

(상수) 17.813 <0.001 22.665 0.001 18.040 0.071 

R-squared 
 

0.228 
 

0.31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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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진료

분석컨설팅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분석컨설팅 특성 중 진료

지표(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수행되었

다. 51개 의료기관의 컨설팅 관련 특성이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에 영

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 URS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역적 특성, 병원특성, 컨설팅 관련 특성 변수이다.  

기존 선행연구(허근철, 2006, 권성탁, 2004, 정상혁, 1989 곽홍주, 2008 

도철환, 2010)에서도 연구 대상기관의 종별, 소재지, 규모, 개원기간 등의 

일반적 특성을 변수로 두고 병원경영 성과 혹은 입원 건당진료비의 증감을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병원의 특성에 대하여 동일한 변수인 의료기관 

종별, 소재지, 병상수, 개원기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진료지표와 관련한 수가위원회, 최고경영자의 유형, 65세 

이상인구 비율 등에 관한 변수와 교육방법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입원 건당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월 단위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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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환자나 입원기간 동안 진료과가 변경되는 동일 환자 일지라도 각각 다른 

건수로 분리하여 청구된다. 그러므로 건당진료비는 실 환자당 진료비와는 

차이가 있다.  

진료분석컨설팅을 수행한 기간은 의료기관별로 2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의 평균 컨설팅 기간은 약 4개월이었다. 진료분석컨설팅 

기간은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르므로 진료분석컨설팅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중 

모니터링기간을 제외한 주(main) 컨설팅 기간을 기준으로 진료분석컨설팅 

전후의 입원 건당진료비 추이를 분석하였다.  

진료분석컨설팅 진행기간이 년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가인상 율을 

보정하였다. 수가인상 율은 진료수가 중 행위료에만 적용되므로 행위료의 

비중을 산출하여 일괄 적용하였다. 

비급여진료비에는 상급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 산정여부에 따른 편차가 

크고 병원별로 비급여 수가가 다르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선행연구 중 질환별(정상혁, 1989), 보험유형별(민인순, 1990) 입원 

건당진료비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으나 동일 의료기관의 시간적 흐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동일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컨설팅 전후의 진료비 추이를 분석하여 입원 건당진료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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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paired t-test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 병원 특성, 컨설팅 관련 특성에 따른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을 조사한 결과 군 지역일수록,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수가위원회가 있는 병원군일수록, 교육참석률이 

높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지역적 특성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입원 건당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 1.2.3 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 자료 중 연령별 건당진료비 변화율은 전체 연령에서 110.2% 이나 

65세 이상은 107.2%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김동환(2010)의 연구결과 요양병원 입원 건당진료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27.2% 증가하였으나 종합병원은 2.4% 증가하여 위의 

연구결과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일수 증가로 

인하여 입원 건당진료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연령별 진료비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유의성이 적다. 고령인구의 만성질환종류별 유병률을 비교하여 보면 

관절염(54.9%), 고혈압(45.0%), 협심증‧심근경색증(9.3%) 등(김용문, 

2005)이다. 고혈압의2) 연령별 입원 건당진료비는 65세 미만이 2010년 

1,140,800원에서 2011년 1,239,979원으로 8.7% 증가하였으며, 65세  

2)KDRG(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 F680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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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10년 1,908,857원에서 2011년 1,500,844원으로 21.4% 

감소하여(URS, 2011) 동일 질환의 연령별 진료비변화는 고령인구가 낮았다. 

이는 고령환자의 만성질환은 대부분 재진율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검사 등의 시행율이 낮아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 특성 중 소재지별 입원 건당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 1.2.3 에서 군지역의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설명력은 33%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모형 1 에서는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위치한 병원일수록, 운영기간이 오래 될 수록 의료수익순이익률이 낮았으며 

(정은욱, 1991), 병상규모와 100병상당 인력이 건당진료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정상혁, 1989)이 보고 되었다. 또한 병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병원의 경쟁정도에 대한 연구결과(권성탁, 2004: 정은욱, 

1991: 조경진, 1992: 허근철, 1998)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 수록 지역내 

병원의 경쟁정도가 높아지므로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은욱(1991)은 의료수익순이익률은 경쟁병원 인식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허근철(1998)도 의료수익증가율에 지역주민 요구 

파악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로 군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으로 빠른 의사결정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친화도가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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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병원 특성 중 수가위원회가 입원 건당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 2 에서 수가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설명력은 31%로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밝혀졌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는 

기업성과변수 ROA(Return On Assets)와 정(+)의 관계가 검증(전무경, 

2011)되었으며 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수가위원회는 병원 내에서 

치료재료구입 결정, 의료장비 도입 검토, 약제도입, 비급여 진료수가 결정 등 

진료지표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병원 

내에서 수가위원회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서는` 

지표관리나 각종 평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컨설팅 관련 특성 중 최고경영자의 교육참석률이 입원 건당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 3 에서 최고경영자의 

교육참석률이 높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명력은 33%로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밝혀졌으며 박문규, 곽홍주 

등(2002)은 최고경영자 또는 추진조직의 역량과 지원이 병원경영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경진(1991)의 

연구에서도 최고경영자의 장기연수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총자본이익률이 

높았으며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도와 목표 인식을 경영성과 요소로 언급하고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최고경영자의 교육참석률이 높을수록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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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아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최고경영자의 관심도와 리더십은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컨설팅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는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어 컨설팅진행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형회귀분석의 단계적 선택방법을 이용하여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인지경로와 교육방법에서는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의 

의료기관은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낮으므로 환자들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병원경쟁이 높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으므로 의료기관은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이나 

적극적인 진료지표 관리가 요구되며 진료패턴 적정화를 위해 원내에 

진료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수가위원회를 개설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병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 할 때 제공할 서비스의 

분야와 내용, 기간 및 세부비용에 대해 고객인 병원경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며 최고경영자의 관심도는 경영성과지표 및 

컨설팅성과에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일개 컨설팅사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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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으며, 컨설팅 기간이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동일 기간내의 진료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또한 진료항목별 진료비 변화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비급여진료비를 제외한 진료비 분석자료이므로 차후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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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입원 건당진료비 차와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과 컨설팅 관련 특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URS의 진료분석컨설팅을 수행한 의료기관의 

진료실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분석컨설팅 전∙후 의료기관의 입원 건당진료비 평균 변화율은 

7.85%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2011년 전국 종합병원 평균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 2.74% 보다 약 5.1 %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급 

평균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 4.04 %보다 높게 나타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실) 컨설팅수행 의료기관의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병원특성, 지역적 특성, 컨설팅 관련 특성과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의 상관성을 규명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천명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수가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최고경영자 교육참석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료분석컨설팅 전∙후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과 입원 건당진료비의 

상관성분석을 위한 연구목적의 연구결과 병원경영 성과 향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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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수가위원회를 통한 진료지표  

관리가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경쟁 정도가 클수록, 고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입원 건당진료비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시행에 있어 집단교육 보다 개별식 

교육이 입원 건당진료비의 변화율은 높았다. 

URS 진료분석컨설팅은 적정진료에 대한 질적 개선과 병원경영 실적 관리, 

진료실적 분석, 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정책 및 수가변동에 대한 진료수익 

변화 및 효율적인 임의비급여 정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병원내 위험요소인 임의비급여 정리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입원 건당진료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경영자의 리더십, 

병원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의료진과 직원들의 교육수준 등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객관적 측정에 한계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하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 한 변수를 개발한 진료지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컨설팅을 

수행한 의료기관과 미수행 한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변화율에 대한 상대비교 

분석과 장기적 추적연구를 이용한 선후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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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onsulting and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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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rate of health insurance cost was measured as 1.4% in 

2010 to be presented lower than the increase rate of consumer price 

(3.9%), which is displayed in the worsened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The increase in competitiveness achie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large, specialized medical markets in turn presents the 

need for hospital management consulting. Moreover, the analysis of 

hospital medical records has become an indispensable requisite due to 

the disclosure of assessment information regarding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medical institutions that executin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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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by comparing data records of hospitals in order to find factors 

that influence the difference and change rate of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The factors were used to present evidence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hospital management consult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s were classified into 3 

factors each associated with hospital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sulting-related characteristics. Data analysis was 

implemented by using the data of 51 medical institutions that executed 

medical analysis consulting from 2006 to 2011. SPSS 18 statistics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echnical analysis 

presented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ype of manager, health 

insurance institution, location, cognition route and educational method in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number of wards, number of specialists, 

hospital establishment period, population ratio above the age of 65, 

number of wards per 1,000 people and participation rate of CEOs in 

educational programs were presented i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ce and change rate of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before and after treatment analysis consulting were analyzed 

through the paired t-test.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factors related with the difference and change rate of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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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was increased by 7.85% (±11.38469) through treatment 

analysis consulting. Result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p-

value<0.001).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hospital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sulting-related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 rate of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rate of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was higher in the following 

conditions: lower population ratio below age 65, higher number of wards 

per 1,000 people, medical institutions with a health insurance committee, 

and higher participation rate of CEO.    

 

In relation to the results presented above, the interest and active 

support of the CEO are regarded essential in achieving enhanced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These results signify the efficiency of 

managing medical indicator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committee and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consulting after sufficiently educating 

mangers and subjects regarding the purpose and method of consulting. 

 

Keywords: data analysis, consulting, medical expenditure per hospitalization 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