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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별로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

다. 이로 인해 그 운영주체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성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우월한 의사결

정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적시의 가치 있는 정보가 제공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본 연구에

서는 각 자치단체들의 보건의료 관련 변수들을 활용한 

효율성 평가를 통해 지역별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Holligsworth  et al.(1999)[1]은 의료서비스에 자료포

락분석을 적용한 91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분석대상들에 대하여 분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Garcia  

et al.(1999)은 규모수익불변(CRS) 및 규모수익가변(VRS)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966년도 스페인의 54개 

보건소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 인

력 및 처방, 상담 등 폭 넓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zavas 

et al.(2002)는 그리스의 1999년도 133개 보건소를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4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규모수익불변

(CRS)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인력, 지원인력, 행정인력을 

투입요소로 고려하고, 환자의 반문건수를 산출물로 사용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약 40% 정도의 보

건소가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4A01036638).

지역

투입 산출
의료관련

예산
시설수 장비수

위암

진단수

건강

검진수

자원

봉사자 수

서울 653,314 21,507 8,067 133,178 2,399,247 201 

부산 199,502 6,416 2,691 53,396 926,633 229 

대구 257,323 4,706 2,024 41,735 626,931 83 

인천 180,012 4,123 1,609 54,137 761,487 82 

광주 100,657 2,678 1,191 33,708 378,681 183 

대전 102,296 2,868 1,195 22,411 403,185 107 

울산 63,070 1,744 679 32,505 351,634 66 

세종 14,019 299 66 3,391 39,608 6 

경기 697,747 18,184 6,567 171,364 3,132,208 198 

강원 172,393 2,402 919 47,594 407,829 18 

충북 163,623 2,574 961 43,365 449,335 38 

충남 216,811 3,432 1,066 66,393 562,759 91 

전북 191,585 3,630 1,308 50,227 491,946 107 

전남 259,661 3,244 1,105 71,802 506,283 137 

경북 301,387 4,301 1,406 63,972 729,842 167 

경남 285,617 5,010 1,793 63,224 907,344 163 

제주 43,976 1,045 352 17,933 138,377 35 

표 1. 보건의료 DEA분석 대상자료 

단위: 예산-백만원, 수, 명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지역, 거주 인구에 따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며,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민간병원의 

충분한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 반대의 지역에서는 공공

적 의료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간의료

시설이더라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치단체의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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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건강검진 수, 암진단 수, 자원봉사자 모집 수 등의 데이터를 관련 예산과 시설, 

장비 수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보건의료와 관련한 효율성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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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

의료에 소요되는 예산, 시설, 장비 등을 투입요소로 보

고, 이러한 투입에 대한 공공적 의료에 해당하는 건강검

진 및 암진단(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위암 진단율을 고

려하였다) 건 수,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를 산출변수로 고

려하였다. 자원봉사자 활용 역시 충분한 공공적 홍보와 

지원이 관련된다는 가정으로 산출변수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료보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지역별 효율성을 비교해 보고 결과를 통해 그 시사

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Ⅲ. 자료 분석 및 결과  

  각 지역별 건강검진 및 위암진단 수 등의 데이터는 건

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부건의료관련 

예산은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서, 자원봉

사자관련 통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보건의료관련 예산, 시설 

수, 장비 수는 투입항목으로 위암진단건수 및 건강검진 

수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는 산출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DEA는 생산집합과 효율경계라고 할 수 있으며, 목적

함수는 효율성 점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DEA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CCR 모형과 BCC 모형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 수익에 대한 가정에서 보다 자

유로운 투입방향 BCC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아래 ‘표 2’, ‘그림 1’과 같다.

No. DMU Score Rank

1 서울 0.8179184 14

2 부산 1 1

3 대구 0.7108625 17

4 인천 1 1

5 광주 1 1

6 대전 0.8129034 15

7 울산 1 1

8 세종 1 1

9 경기 1 1

10 강원 0.9636029 12

11 충북 0.9410839 13

12 충남 1 1

13 전북 0.8017546 16

14 전남 1 1

15 경북 1 1

16 경남 1 1

17 제주 1 1

표 2. 보건의료 DEA분석 결과 점수 및 순위

 

▶▶ 그림 1. 보건의료 DEA분석 결과 그래프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

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비차별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강원, 충북은 차순이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 반면, 서울, 대전, 전북은 0.8 대의 비교적 낮은 점수

를 보였고, 대구의 경우는 0.7대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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