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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on the factors and difference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general

hospital.

In details, we provide that personnel expenses, materials cost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ha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general hospital and these factors have differences by region

and sickbed size.

The meaningful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 In the first, personnel expenses ratio influence

management performance but materials cost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are only partially

impact for the management performance. Secondly,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by regio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f the big city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personnel expenses ratio, materials cost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The materials

costs ratio is significant difference but ersonne expense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 Finally, ther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ospital size and management

performance. But this study provide that there is partially a difference between personnel expenses

ratio, materials cost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and the hospital size.

Key Words : Management Performance, Personnel Expenses Ratio, Materials Costs Ratio,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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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최근 국내의 의료 환경은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점점 어

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인 환

경변화의 요인으로는 병원 수의 증가로 인한 의료

의 무한경쟁, 경쟁의 심화, 의료수가의 억제로 인

한 의료수익율의 감소,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 등을

들 수 있고, 대내적 환경변화의 요인으로는 인건

비, 재료비 및 관리비 등의 증가폭이 의료수가의

인상폭 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병원은 고가의 시설장비 투자와 인건비율이 높

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동시에 노동집약적 조직

으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병원 경영은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경쟁

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9]

2003년 이후 KTX 개통 등으로 인하여 의료이용

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이

러한 결과로 인해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들은 지방

의 환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병원을 증축을 통

해 병상수를 증가시켜 지방의 환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하였다.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소재 병

원들은 해당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

해 수도권의 병원들과 대등한 의료의 질과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2007

년 대한병원협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 이

상 전체 의료기관 1,897개 중 156개 병원이 도산하

여, 병원의 도산율이 약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병원의 도산율의 증가로 인해 지방 소재 병

원은 더욱 더 내실 있는 인적자원의 운용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10][12]

병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건비율, 재료비율, 관리비율이 종

합병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증

하고 어떠한 요인이 수익률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종합병원의 경영자로 하

여금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경영

연구원에서 발간한 병원경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병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건

비율, 재료비율, 관리비율에 대해 지역별, 병상규모

별로 요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동 요인들

이 종합병원전체 그리고 지역별, 병상규모별에 따

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종합병원

의 병원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본 연구의 범위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병원과 500병상 이상의 종

합전문요양기관으로 분류된 병원은 제외하였다. 분

석대상인 종합병원은 전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지

역별(광역시 이상에 소재하는 종합병원과 중소도시

등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규모별(100병상이상 -

300병상 미만, 3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500병

상 이상)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영

성과의 대리변수인 의료영업이익률과 인건비율, 재

료비율, 관리비을 중심으로 지역별, 병상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및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건비율, 재료비율, 관리

비율이 의료영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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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병원은 업무의 특성상 인적서비스의 역할을 기

계화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인건비의 수준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황인경(1996)은 수익성이 낮은 병원의 재무적 문제

로 인건비 등의 지출을 언급하였으며, Cleverly

(1990)와 정기선(1998)은 병원의 경영성과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절감 이 가장 중요한 사

항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건비의 경

우 거의 고정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동 비용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경희, 권순만(2003)은 수익성 지표로 총자본

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인건비, 재료비, 부채비율 등의 변수가 동 이

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건비, 재료

비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0]

김지형 외 3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인건비

율과 재료비율이 병원의 경영성과인 의료수익의료

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제시되었다.[3]

관리비는 전형적인 경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

문에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관리비가 증가할수록

병원의 경영성과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한다.

<연구가설 1> 인건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조가설 1-1 : 인건비율은 의료영업이익률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조가설 2-2 : 인건비율은 의료순이익률에 유

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재료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적

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조가설 2-1 : 재료비율은 의료영업이익률에 유

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조가설 2-2 : 재료비율은 의료순이익률에 유의

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관리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조가설 1-1 : 관리비율은 의료영업이익률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조가설 2-2 : 관리비율은 의료순이익률에 유

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병원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

익성 지표의 대용치로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1)

된 의료영업이익과 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종속변

수로 하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구분되는 비용변수를

사용하고자한다.

각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를 단일의 기준으로 통

일하게 위해 각 변수에 대해 의료수익을 분모로

사용하여 비율로 표시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변수

의 정의는 의료영업이익률(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순이익률(의료수익의료순이익률), 인건비율, 재

료비율, 관리비율로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한다.

의료영업이익률 = (의료영업이익/의료수익)

의료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의료수익)

인건비율 = (인건비/의료수익)

재료비율 = (재료비/의료수익)

경비율 = (경비/의료수익)

1) 병원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의 경우, 김영훈(1999)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을 사용하였고, 정진욱은(1991)의료수익순이익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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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자료 분석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발간된 병

원경영통계 2007년-2009년의 3개년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분석방법은 PASW Statistics 18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t-test및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병원의 재무자료를 공개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하

게 2차 자료인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경영연구

원에서 발간한 병원경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2)

1. t-test 및 분산분석 결과

<표 1>은 광역시 이상과 중소병원 등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내용을, <표 2>는 병상 규모별로 차

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영업이익률은 양 집단의 평균차가 0.017이며, t

값이 1.110, 의료순이익률은 평균차이가 -0.008, t값

은 0.473으로 모두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인 값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영성과 지표인 의료

영업이익률과 의료영업순이익률의 경우 광역시이

상과 중소기업 등의 두 집단 간의 경영성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종합병원의 서울을 포함

한 대도시 보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병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율

에 대한 결과를 보면, 광역시 이상의 평균은 0.449,

중소도시 등의 평균은 0.440, 평균차이는 0.009로 t

값이 -0.726에 불과할 정도로 통계적 수준에서 유

2)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의 제시는 생략하고자 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경비율

의 경우에도 양 집단의 평균차이가 0.004, t값이

0.346으로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재료비율의 경우를 보면, 광역시 이상의

평균은 0.268, 중소도시 등은 0.294로 평균차이가

-0.026, t값은 -1.871로 중소도시 지역의 병원의 재

료비율이 광역시 이상의 재료비율 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는 경영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

인 인건비율, 재료비율, 경비율이 병상규모별로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경영성과의 지표인 의료영업이익률과 의료순이

익률에 대한 평균차이와 유의확률에 대해 살펴본

다. 의료영업이익률의 경우, 규모 A와 규모 B는

각각 0.030, 0.233, 규모 B와 규모 C는 각각 -0.037,

0.120 그리고 규모 C와 규모 A는 각각 0.006,

0.929로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나 의료영업이익률의 경우 병상규모에 따른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순이익률의 평균

차이와 유의확률도 규모 A와 규모 B는 0.002,

0.975, 규모 B와 규모 C는 -0.016, 0.411, 규모 C와

규모 A는 0.013, 0.536으로 마찬가지로 통계적 수

준에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 규모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인건비율, 재료비율, 경비율에 대한 결

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건비율의 평균차이와 유

의확률을 보면, 규모 A와 규모 B는 0.016, 0.411로

역시 통계적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모 B와 규모 C는 0.121, 0.001, 규모 C와

규모 A는 -0.105, 0.003으로 통계적 수준 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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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검증분석 결과

구분 광역시 이상 중소도시 등 평균차 t값
(p-value)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료영업이익률 0.022 0.005 0.005 0.047 0.017 1.110
(0.275)

의료순이익률 0.009 0.026 0.017 0.035 -0.008 -0.726
(0.473)

인건비율 0.449 0.058 0.440 0.113 0.009 0.289
(0.774)

재료비율 0.268 0.031 0.294 0.051 -0.026 -1.871
(0.070)

경비율 0.254 0.026 0.250 0.030 0.004 0.346
(0.731)

※ (  )안의 수치는 p-value를 나타냄

<표 2> 병상 규모별 차이분석 결과

구분 평균차 유의확률

의료
영업
이익률

규모 A 규모 B 0.030 0.233
규모 C -0.006 0.929

규모 B 규모 A 0.030 0.223
규모 C -0.037 0.120

규모 C 규모 A 0.006 0.929
규모 B 0.037 0.120

의료
순이익률

규모 A 규모 B 0.002 0.975
규모 C -0.013 0.536

규모 B 규모 A -0.002 0.975
규모 C -0.016 0.411

규모 C 규모 A 0.013 0.536
규모 B 0.016 0.411

인건
비율

규모 A 규모 B -0.016 0.839
규모 C 0.105 0.003

규모 B 규모 A 0.016 0.839
규모 C 0.121 0.001

규모 C 규모 A -0.105 0.003
규모 B -0.121 0.001

재료
비율

규모 A 규모 B -0.025 0.176
규모 C -0.071 0.000

규모 B 규모 A 0.025 0.176
규모 C -0.046 0.005

규모 C 규모 A 0.071 0.000
규모 B 0.046 0.005

경비율
규모 A 규모 B -0.006 0.827

규모 C -0.030 0.016
규모 B 규모 A 0.006 0.827

규모 C -0.024 0.063
규모 C 규모 A 0.030 0.016

규모 B 0.024 0.063

  

 ※ 규모 A: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규모 B: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규모 C: 500병상 이상

따라서 300병상 미만병원과 300병상 이상 500병

상 미만의 병원간의 인건비율의 차이는 없지만,

500병상 이상의 병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

시되었다. 이러한 결과 5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인

건비율이 그 이하의 병원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그만큼 더 많고 좋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료비율의 평균차이와 유의확률의 결과도 규모

A와 규모 B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규모 B와 규모 C는 -0.046, 0.005, 규모 C와 규

모 A는 0.071, 0.000으로 통계적 수준 1%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0병상 이상

과 미만의 규모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재료비율의 경우 500병상 이상이 그렇지 못한 병

원보다 효율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율의 평균차이와 유의확률에 대

한 분석결과를 보면, 규모 A와 규모 B는 -0.006,

0.827로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규모 B와 규모 C는 -0.024, 0.063, 규

모 C와 규모 A는 0.030, 0.016으로 각각 통계적 수

준 10%와 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더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건비율의 경우에는 500병상 이상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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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그렇지 못한 병원보다 효율을 달성한 반면,

재료비율과 경비율의 경우에는 500병상 미만의 병

원이 더 효율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 다중회귀 분석결과

<표 3>은 의료영업이익률, <표 4>는 의료순이

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병원의 주요 비용 항목이 병원의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종합병원 집단, 지역별, 병상규모

별로 구분하여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

다.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각 독립 변수간의 공선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상관계수 보다 더 엄밀하

게 평가할 수 있는 VIF(분산팽창요인)를 조사하였

다. 모든 독립 변수에 대한 VIF 값을 보면, 전체분

석의 경우 최저 1.336 최대 1.563, 지역별의 경우

최저 1.050 최대 3.484 그리고 규모별로는 최저

1.332 최대 2.036으로 모든 변수가 판단 기준인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3>은 의료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회귀식의 Adj R의

값이 최소 0.471 최대 0.781, F값에 대한 유의확률

이 최소 0.045 최대 0.000으로 제시되어 회귀식의

설명력이 대단히 높으며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병원의 인건비율, 재료비

율의 t값이 각각 -6.111, -2.253으로 나타나 통계적

수준 1%와 5%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보여주

었다. 그런데 경비율의 경우 t값이 0.691로 유의적

이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이상의 경우, 인건비율,

재료비율, 경비율의 t값이 -3.571, -2.619, -1.189로

나타나 인건비율은 통계적 수준 1%, 재료비율은

5%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경비

율의 경우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못하였

다.

이에 대해 중소도시 등의 경우를 보면, 인건비

율의 t값만 -4.310으로 통계적 수준 1%에서 유의적

인 음(-)의 값을 제시하였고 재료비율과 경비율의 t

값은 각각 -0.167, 1.390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상 규모별 분석을 보면, 인건비율의

경우 규모 A의 t값이 -1.942로 통계적 수준 10%에

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규모 B와 규모 C의 t값

이 각각 -5.0732, -3.921로 통계적 수준 1%에서 유

의적인 음(-)의 값을 제시하였으나, 재료비율과 관

리비율의 경우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인 값을 나

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의료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경우 전체분석과 광역시 이상의 경우에서는 인건

비율과 재료비율이, 중소도시 등과 규모별 분석에

서는 인건비율만이 의료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 변수들의 값이 증

가할수록 의료영업이익률은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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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료영업이익률 기준 다중회귀분석결과

<지역별 분석결과>

구분 전체 지역별
광역시 이상 중소도시 등 

상수값 0.271 0.525 0.066
인건비율 -0.449 (-6.111) -0.515 (-3.571) -0.328 (-4.310)
재료비율 -0.344 (-2.253) -0.655 (-2.619) -0.035 (-0.167)
관리비율 0.153 (0.691) -0.378 (-1.189) 0.376 (1.390)
F값 14.561 [0.000] 7.523 [0.003] 17.447 [0.000]
Adj R 0.538 0.535 0.744
VIF 1.336 - 1.563 1.050 - 1.227  1.999 - 3.484 

<병상 규모별 분석결과>

구분 병상 규모별
규모 A 규모 B 규모 C

상수값 0.411 0.542 -0.001
인건비율 -0.531 (-1.942) -0.711 (-5.073) -0.285 (-3.921)
재료비율 -0.698 (-1.002) -0.081 (-0.150) 0.075 (0.508)
관리비율 0.153 (0.207) -0.730 (-1.587) 0.409 0.409
F값 4.262 [0.045] 11.119 [0.003] 14.103 [0.001]
Adj R 0.471 0.734 0.781
VIF 1.631 - 1.951 1.575 - 2.036 1.332 - 1.708

 ※ (  )안의 수치는 t값, [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 규모 A: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규모 B: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규모 C: 500병상 이상

특히 재료비율의 경우 수술 등 진료행위가 증가

함에 따라 상승하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진 항목이

므로 동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익률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나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의 의료순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회귀식의 유용성을 나타

내는 F값의 경우 전체회귀식과 규모B에 대한 회귀

식이 각각 0.037, 0.077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을 뿐 나머지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중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의 값

을 보면, 전체는 0.122, 규모b는 0.388로 모형의 설

명력이 의료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보다

상당히 낮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영업이익률이 종합병원의 경영성과 지

표로써 상대적으로 유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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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료순이익률 기준 다중회귀분석결과

<지역별 분석결과>

구분 전체 지역별
광역시 이상 중소도시 등 

상수값 0.018 0.196 -0.106
인건비율 -0.111 (-1.672) -0.267 (-2.434) 0.002 (0.019)
재료비율 0.094 (0.684) -0.086 (-0.452) 0.324 (1.135)
관리비율 0.073 (0.363) -0.170 (-0.703) 0.109 (0.297)
F값 2.186 [0.067] 2.186 [0.135] 1.939 [0.170]
Adj R 0.122 0.173 0.142
VIF 1.336 - 1.563 1.050 - 1.227  1.999 - 3.484 

<병상 규모별 분석결과>

구분 병상 규모별
규모 A 규모 B 규모 C

상수값 0.148 -0.498 -0.034
인건비율 0.013 (0.048) -0.082 (-0.418) -0.128 (-1.404)
재료비율 -0.236 (-0.356) 1.646 (2.466)** -0.003 (-0.014)
관리비율 -0.355 (-0.505) 0.361 (0.637) 0.389 (1.621)
F값 0.137 [0.935] 3.327 [0.077] 2.841 [0.106]
Adj R -0.308 0.388 0.334
VIF  1.631 - 1.951  1.575 - 2.036 1.332 - 1.708

 ※ (  )안의 수치는 t값, [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 규모 A: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규모 B: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규모 C: 500병상 이상

이에 의료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종합병원 전체의 재료비율, 경비율의 t값이

각각 0.684, 0.363으로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인

값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인건비율의 t값은

-1.672로 통계적 수준 10%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분석의 경우에도 역시 인

건비율의 t값이 -2.434로 통계적 수준 5%에서 유의

적인 음(-)의 값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병상규모별 분석의 경우에는 규모 B의

경우 인건비율과 경비율의 t값이 각각 -0.418,

0.637로 마찬가지로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인 값

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재료비율의 t값은 2.466으

로 통계적 수준 5%에서 유의적인 양 (+)의 값을

보여 <표 3>에서 제시한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의료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경우 전체분석은 인건비율, 재료비율, 경비율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동 변수들은 병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규모 B의 경우

재료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률도 증가함

을 보여 주어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Ⅳ.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

라 많은 수의 병원이 도산하거나 그렇지 않은 병

원도 경영성과가 대단히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종합병원의 경영성과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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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병원의

경영층으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에 대한 t-검증분석 결과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소재병원 간에는 경

영성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요

소인 인건비율, 재료비율, 경비율의 경우 재료비율

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통계적 수

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재료비율

의 평균이 대도시가 중소도시 등 보다 낮아 상대

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이유는 대도시소재의 병원이 대규모여서 단가

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다 물류비용이 상

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의 병상규모별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병원의 규모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인건비율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인건비율이 그렇지 많은 병원의 인건비율

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재료

비율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500병상 미만

의 병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율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경비율의 결과

를 보면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그렇지 못한 병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건비율, 재료비율, 경비율이 병원의 경

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영성

과의 대리변수로 의료영업이익률과 의료순이익률

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영업이익률

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경우, 전체 분석에서는 인건

비율과 재료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건비율만 유의적인

음(-)의 결과를 제시하여 보조가설 2-2 <재료비율

은 의료순이익률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

추어 볼 때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무엇을 사용하

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에도 전체분석에서는 재료비율이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제시하여 보조가설 2-1 <재료비율은 의료

영업이익률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가 채택되었으나 병상규모별 분석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지

역별 분석에서도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유의적이지

못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제시되었다는 점

은 주목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전체

분석의 경우 재료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병상규모

별 분석에서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 병상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도 유의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종합병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함으로써 병원의 경영자로 하여금 보다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경우

전체분석과 광역시 이상의 경우에서는 인건비율과

재료비율이, 중소도시 등과 규모별 분석에서는 인

건비율만이 의료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재료비율의 경우 수술 등 진료행위

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진

항목이므로 동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익

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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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자료가 3개년에 불과하고 개별병원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적으로 입수하는 것

이 가능하지 못하여 보다 정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단지 재무제표 자료만 이용하였

다는 점을 본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하며, 향후 개

별병원의 경영관련 자료가 공개적으로 입수가능

할 수 있다면 보다 심층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이

루어 질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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