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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studyaimedtoanalyzethemanagementefficiencyofKoreanMedicinehospitalsfor

recent10years(2001～2010)usingtheDataEnvelopAnalysis(DEA)model.

Methods:Wecollectedthemanagementdataof23KoreanMedicinehospitalsforDEAmodelfromthe

KoreanOrientalMedicineHospitals’Association(KOMHA).InputvariablesofDEAmodelarenumbersof

beds,numbersofdoctors,numbersofnursesandnumbersofotherstaffsofeachKoreanMedicine

hospitals.OutputvariablesarenumbersofinpatientsandnumbersofoutpatientsofeachKoreanMedicine

hospitals.BasedontheDEAmodel,wecalculatedtheefficiencyscoreofeachKoreanMedicinehospital

andcompareditbyhospital’sownership,location,andsize.

Results:AverageDEA efficiencyscoresofKoreanMedicinehospitalsbyyearrangedfrom 0.86to

0.92.Privateownedhospitalsshowedhigherefficiencyscoresthantheuniversityaffiliatedhospitalswith

statisticalsignificance(p=0.001).AndKoreanMedicinehospitalslocatedincapitalregionofKorea(Seoul

City,IncheonCity,Gyeonggi-do)andtherestKoreanMedicinehospitalsdidnotshow statistical

difference(p=0.516).Lastly,Korean Medicinehospitalswith differentsizedidnotshow statistical

differenceinmanagementefficiency(p=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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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WehavefoundthatKoreanMedicinehospitalsmanagementefficiencyhavenotchanged

throughout10years,andthatdifferentownershipformsofKoreanMedicinehospitalshow statistical

differenceinmanagementefficiencywhilelocation,andsizedonot.

Keywords：KoreanMedicine,hospitalmanagement,efficiency,DataEnvelopAnalysis,DEA

I. 서론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과 산출 간의 계

를 악하는 것으로 산이나 인력 등의 투입

요소를 얼마나 합리 으로 활용하여 재화 혹은

서비스를 산출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일반 으로 리를 목 으로 하는 기업

의효율성은투입된자본에 비해이익을얼마나

창출했는지 는동일한생산을얻기 하여 얼

마만큼의 비용을 약했는지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나 비 리기 에 속하는 병원 혹은 학교와

같은 조직은다양한인 ·물 다 투입과 다

산출구조를 가지며 기업과는 달리그 투입·산출

의시장가치를평가하기 한어렵기때문에

리기 과 같은 기 으로 비용·이익의 측면만으

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병원의 경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비율분석(RatioAnalysis),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그리고DEA(DataEnvelopmentAnal

-ysis,자료포락분석)가 있다.비율분석은 단

가 같은 두 변수간의 계만을 악할 뿐,다양

한투입과산출로이루어지는의료기 의효율성

평가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회귀분석은 평

균치에 의해 효율을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

양한수 의서비스와진료수 을가진병원들의

효율성 분석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DEA모형은 투입·산출의 단 를 화폐단 와

같이 하나의 단 로 통일할 필요가 없이 각 요

소의 측정단 가 상이하여도 상 효율을 측

정할 수있어투입과 산출의시장가격이 존재하

지않는조직을평가하기에유용하다.이러한평

가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기 간의 효율성 비교

를간편하게해주어효율성제고에도움을 수

있다.
3)
이러한장 때문에DEA모형은Charnes,

Cooper,Rhodes
4)
이 개발한 이후 병원의 경 효

율성 분석도구로서 1980년 반부터 리 사

용되어 왔다.Sherman
5)
은 미국 매사추세츠 소

재의7개병원을 상으로경 학에서사용되던

비율분석과 회귀분석을 DEA모형을 비교하여

DEA모형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도곽 진
6)
이보건의료분야에서DEA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2000년 에 들어

서 박경삼
7)
은 DEA모형으로 남지역 종합병원

들의 시 별 경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 으며

양종
8)
은 DEA모형을이용해서 경상남도 보건

소의 보건사업 효율성을 평가하 고 문재
9)
은

DEA모형을활용하여공공의료기 의 품질향상

을 한 정태 ·동태 분석을 하 다.
2)

그동안 국내의료기 등에 한 경 효율성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한방병원 같은

경우 자료획득이 어려워 그동안 한방병원 경

효율성에 한 분석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

면이 있다.개인 소유 한방병원은 경 실 자

료가 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학부속한

방병원 같은 경우 학부속병원과 합산하여 결

산보고를 하기도 하여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

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존에 한방병원을 상으로 경 분석을 한

사례는 이호정
10)
이 군집분석(ClusterAnalysis)

을통해서한의과 학부속한방병원19곳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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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섯 집단으로 나 었다.그리고 이우천
11)

이 7개 학의 16개 한의과 학부속 한방병원의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손익을 분석하 다.선

행연구들에서는일반기업을평가하는것과유사

하게 주로 손익만을 기 으로 한방병원의 경

황을분석하 지만일반기업과는 다른 의료기

으로서 한방병원이 갖는 특성이 한 고려되

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병원의 특성이 반 된 한방병

원경 효율성분석을 해 주로공공기 혹은

의료기 의 효율성평가에다용되는DEA모형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을 분석하 다.

II. 연구방법

1.연구 상과 자료의 출처

2010년 말 기 158개
12)
한방병원들 설립

된 지 10년 이상이 된 23개 수련한방병원을

상으로 한한방병원 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다.23개 한방병원들은 국 시도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학교육과 연계된 한방병원

은 17개이다.23개 한방병원들 20개 한방병

원들은 일반수련과 문수련을 담당하고 있고,

3개의 한방병원들은 일반수련만 담당하 다.조

사한 한방병원들의 신고병상 수는 50병상부터

240병상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Table1).

2.분석방법

1)DEA효율성분석 모형
2)

1978년 Charnes등
4)
이 DEA모형으로 비 리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지 까

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측정방법을 선보 고

그 DEA-CCR모형과 DEA-BCC모형이 가장

리 사용되는 DEA모형이다.DEA-CCR모형

은Charnes,Cooper,Rhodes에의해1978년에최

로소개된후세연구자들의이름앞 자를따

서 이름 지은 모형으로 불변 규모 수익(constant

returntoscale)을 가정하고 있다.DEA-BCC

모형은 가변규모수익(variablereturntoscale)

을 가정하고 있다.본 논문에서 사용한 DEA

-CCR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imize E=


  






  





Subjectto E=


  






  





≤1,=1,2,...,n

≥      

 ≥     

여기에서 E는 효율성 수로 총 투입에

한총 산출의비율을 뜻하여곧한의사결정단

의 효율성을 나타낸다.이 E는 0에서 1까지

의 값을 가지며 E=1이면 임의의 DMU 는 효

율 이고 E<1이면 DMU 가 집단 내에서 상

으로 비효율 임을 의미한다. 식에서

와    는 각각 임의의k번째

DMU의 실제투입량과 그에 한 투입가 치를

나타내고 과     은 각각 임의

의k번째DMU의실제산출량과그에 한산출

가 치를 나타낸다.DEA모형을 활용한 경 효

율성 분석결과에서 경 효율성 수가 1에 가까

울수록 집단 내에서 상 경 효율성이 뛰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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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NameofHospital
Yearof

Establishment

Typeof

Hospital

Internand

Resident

Training

Numberof

Beds

(Year2010)

Seoul

KangnamKoreanHospital

KyungHeeUniversity
1998

University

Hospitals
Both 70

KyungHeeUniversity

OrientalMedicineHospital
1971 〃 〃 240

DongseoOrientalMedical

Center
1984

PrivateOwned

Hospitals
〃 78

JasengHospitalofOriental

Medicine
1999 〃 〃 99

KwangdongOrientalHospital 1994 〃 InternTraining 50

Busan
Dong-EuiUniversity

KoreanMedicalHospital
1990

University

Hospitals
Both 159

Incheon
GilOrientalMedicalHospital,

GachonUniversity
1992

University

Hospitals
Both 70

Gwangju

DongshinUniversityGwangju

OrientalHospital
1995

University

Hospitals
Both 89

WonkwangOrientalMedicine

Hospital,Gwangju
1977 〃 〃 111

Daejeon
OrientalHospitalof

DaejeonUniversity
1982

University

Hospitals
Both 124

Gyeonggi

DonggukUniversityBundang

OrientalHospital
1996

University

Hospitals
Both 77

WonkwangUniversitySanbon

OrientalMedicineHospital
1997 〃 〃 71

DongsuwonOrientalHospital 1997
PrivateOwned

Hospitals
〃 83

JoonghwaOrientalHospital 1992 〃 〃 70

Gangwon

SangjiUniversity

OrientalMedicineHospital
1992

University

Hospitals
Both 70

Chuncheon

TraditionalMedicalHospital
1997

PrivateOwned

Hospitals
InternTraining 78

Chungche

ong

CheonanOrientalHospitalof

DaejeonUniversity
1991

University

Hospitals
Both 102

SemyungUniversity

OrientalMedicalHospital
1996 〃 〃 70

CheongjuOrientalHospitalof

DaejeonUniversity
1992 〃 InternTraining 75

Jeolla

DongshinUniversitySuncheon

OrientalHospital
1998

University

Hospitals
Both 70

WoosukJeonju

KoreanMedicineClinic
1991 〃 〃 80

WonkwangUniversityJeonju

OrientalMedicineHospital
1978 〃 〃 100

WonkwangUniversityIksan

OrientalMedicineHospital
1989 〃 〃 80

Source:KoreanOrientalMedicineHospitals’Association(KOMHA)

Table1.Listof23Subject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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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Subject InputVariables OutputVariables

SuKyong

Seo(2000)
13)

32hospitalsin

Korea

•Adjustednumberofdoctors

•Numberofnurses

•Numberofsupportingstaffs

•Numberofbeds

•Sizeofhospitalarea

•Numberofoutpatients

•Numberofinpatients

•Numberofoperationcases

•Numberofresidents

•Intesivecareunitpatients

Kyung-Sam

Park(2005)
7)

7largegeneral

hospitalsin

Youngnam

•Numberofdoctors

•Numberofnurses

•Numberofbeds

•Numberofsupportingstaffs

•Numberofoutpatients

•Numberofinpatients

Yoo,KeumRok

(2008)
14)

14publichealth

centersin

JeonbukProvince

•Numberofmedicalstaffs

•Numberofnurses

•Numberofsupportingstaffs

•Numberofmaternaland

childhealthworks

•Numberoftreatmentworks

•Numberofdentaltreatment

works

•Numberofdentaltreatment

visitnursingworks

Byung-Sang

Park(2009)
3)

74residency

traininghospitals

•Numberofdoctors

•Numberofnurses

•Numberofmedical

technicians

•Personnelexpenses

•Managementcosts

•Materialscost

•Numberofoutpatients

•Numberofinpatients

•Numberofoperationcases

•income

Jae-Young

Moon(2010)
9)

34localpublic

medicalcenters

•Numberofbeds

•Personnelexpenses

•Extraexpenses

•Numberofoutpatients

•Numberofinpatients

•income

Table2.VariablesinthePreviousResearchesusingDEAModels

2)분석변수

DEA모형으로분석하기 해서는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요하다.선행연구

들은 해당 조직의 특성과 근 가능한 자료의

범 에 따라 변수들을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다양한 형태의 의료기 이 갖는 경 효율성

을 악하기 해서 DEA모형에 활용한 투입변

수와 산출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를 들어

보건소의 효율성 분석 연구
9),14)
의 경우 개 산

출변수로 방문간호사업 등 보건사업실 을 변

수로 정하 으며,이와는 달리 종합병원의 효율

성 분석 연구들
7),13),15)

의 경우 개 입원환자 수

와외래환자수등환자수를산출변수로 정하

다(Table2).

이 연구에서는 앞서 시행된 다양한 DEA모형

을 활용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변수 총 6

가지 항목을 선별하 다.한방병원은 보건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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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ResearchDesign

다는 종합병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되

어 기존에 종합병원의 효율성 분석 연구들에서

다용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들을 정하 다.투

입변수 항목으로는 한의사 수·간호사 수·병상

수·기타지원인력 수 총 4가지 항목을 선정하

고 산출변수 항목으로는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

자 수 등 총 2가지 항목을 선정하 다(Fig.1).

3)분석 내용 통계분석

제시된바와같이이연구에서는먼 투입변수

와산출변수를DEA모형공식에 입하여각한방

병원의 경 효율성수치를산출하 다(Fig.1).

다음으로,도출된 DEA모형 경 효율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병원의 특성에 따른 경

효율성을 비교하 다.특성을 비교하고자 한 기

은① 학부속한방병원과개인소유한방병

원,② 수도권 지역의 한방병원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한방병원,③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과 100병상 미만의 한방병원 등이다.

특성에 따른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 비교는

종속변수인 연속형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

하 을 경우 집단 간 독립 T표본검정으로 분석

하며 정규성가정을만족시키지않을경우비모

수 검정방법으로 분석하기로 하 다.통계검정

의 유의수 은 5%에서 실시하 다.통계분석을

해 IBM사의 SPSS18.0통계 로그램을 활용

하 다.

III. 결과

1.DEA모형을활용한효율성분석결과

DEA모형을활용한경 효율성분석결과에서

효율성 수가1에가까울수록조사한집단내에

서상 경 효율성이뛰어나다.DEA모형효

율성 분석결과에서 한방병원의 DEA모형 효율

성 수는 조사한 23개의 한방병원 라남북

도의 한 한방병원이 10년간 평균 0.99을 기록하

여 23개 한방병원 가장 효율 이었으며,경

기도의 한 한방병원이 10년간 평균 0.75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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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InputVariables

NumberofDoctors 31 31 32 31 32 32 32 31 26 30

NumberofNurses 34 36 35 33 32 33 37 34 33 33

NumberofOtherstaffs 60 62 62 63 62 44 39 48 54 54

NumberofBeds 109 108 108 110 104 106 102 98 93 92

OutputVariables

Numberofoutpatients 84,657 82,50481,600 77,801 77,170 74,476 72,398 68,948 69,544 69,561

Numberofinpatients 30,690 29,403 28,768 26,993 26,350 26,094 27,497 26,421 26,290 25,979

Table3.AverageDataoftheVariablesofSubjectHospitals

Fig.2.AverageDEAEfficiencyScoresofKoreanMedicineHospitalsbyYear

하여 23개 한방병원 가장 비효율 이었다.

23개 한방병원의 DEA모형 효율성 수 연도별

추이를살펴보면10년간0.86에서0.92의분포를

보여 체 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Fig.2).그

러나 Table3에서 보듯이 투입변수에서는 기타

지원인력과 병상 수가 체 으로 어들었으

며산출변수에서는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2.DEA모형결과의기 특성별비교

DEA모형경 효율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기

별 특성에따라분류하여서정규성분포를확

인한후 독립T표본 검정으로살펴보았다.우선

소유 형태에 따라서 조사한 23개의 한방병원을

17곳의 학부속한방병원과6곳의개인소유한

방병원으로 나 어서 경 효율성의 연도별 추

이를 확인하 다(Fig.3). 반 으로 2007년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한방병원이 DEA모형

효율성 수에서 앞섰다.통계 으로도 두 집단

의 연도별 DEA모형 효율성 수를 비교한 결과

개인소유 한방병원의 평균은 0.94±0.04로 나타

났고 학부속한방병원의 평균은 0.88±0.02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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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ofKoreanMedicineHospitals Mean SD T-value p-value

Ownership
Universityaffiliatedhospitals(17) 0.88 ±.02

-3.927 .001**

Privateownedhospitals(6) 0.94 ±.04

Location
Hospitalsincapitalregion(10) 0.89 ±.04

-.663 .516
Hospitalswithincapitalregion(13) 0.90 ±.03

Size
Hospitalswith100bedsormore(6) 0.88 ±.04

-.690 .499
Hospitalswithlessthan100beds(17) 0.90 ±.03

StatisticalsignificancesweretestedbyindependentT-test.*p<0.05**p<0.01

Fig.3.DEAEfficiencyScoresbyOwnershipTypes

Table4.ComparisonsofDEAEfficiencyScores

(p=0.001)(Table4).

다음으로 조사한 한방병원의 지역 속성이 한

방병원의 경 효율성과 련성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 다.조사한 23개의 한방병원을 수도

권 지역(경기도,서울시,인천시)한방병원과 수

도권 이외 지역 한방병원으로 나 어서 경 효

율성의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 다(Fig.4).통계

으로도 두 집단의 연도별 DEA모형 효율성

수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지역 한방병원의 평균

은 0.89±0.04로 나타났고 수도권 이외 지역 한

방병원의 평균은 0.90±0.03이었다.이러한 결과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16)(Table4).

마지막으로 조사한 한방병원의 병상 수가 한

방병원의 경 효율성과 련성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 다.조사한 23곳의 한방병원을 2010

년 기 100병상 이상인 6곳의 한방병원과 100

병상 미만인 17곳의 한방병원으로 나 어서 경

효율성의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 다(Fig.5).

통계 으로 연도별 DEA모형 효율성 수를 비

교한결과100병상이상한방병원의평균은0.88

±0.04로 나타났고 100병상 미만 한방병원의 평

균은 0.90±0.03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99)(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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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DEAEfficiencyScoresbyLocations

Fig.5.DEAEfficiencyScoresbyHospitalSizes

IV. 고찰

1.분석방법에 한 고찰

Charnes등
3)
이 1978년에 DEA모형을 개발한

이후 DEA모형은 그동안 의료기 등 비 리조

직의 효율성 평가에 꾸 히 활용되어 왔다.의

료기 등 비 리조직은그 성과물에있어 계량

화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으며,최종 산출물

의 질을 평가하기가 상 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가령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 투입변

수에 속하는 한의사 수,간호사 수,병상 수 그

리고 지원인력 수를 단일수치로 일원화하는 것

은변수들의속성을외면한채개별변수를왜곡

할수있다.이러한 때문에속성이다른다수

의투입물과속성이다른다수의산출물을가진

부문에 한 효율성 분석에 유용한 DEA모형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즉,DEA모형은 다양한

투입물과 산출물을 사용하는 상 기 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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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효율성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이러한 장 을 가진 DEA모형을 이용하여 경

효율성을 악하는 데는 투입 산출변수의

선정이 요하다.DEA모형은변수의선정이결

과의 차이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 참고하여투입 산

출변수를 선정하 다.선행연구 부분은 투입

변수로인력과시설등생산요소와 련된 요소

를 사용하 으며,산출변수는 재무 인 요소인

의료수익 혹은 비재무 인 입원환자 외래환

자 수를 선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

이한방병원으로그존재 형태에있어서종합병

원과 유사한 이 많기에 종합병원을 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다용되었던 병상 수,한의사 수,

간호사 수,지원인력 수,입원환자 수 그리고 외

래환자 수를 변수로 선정하 다.

DEA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할 은 다른

논문의DEA모형분석결과와직 으로이논문

의 결과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치 않는다는

이다.DEA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인 분

석이 아닌 상 인 분석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

의의사결정단 (DMU,Decisionmakingunit)내

에서만DEA모형효율성 수를비교할수있다.
2)

2.분석결과에 한 고찰

이 연구에서는 23곳의 한방병원을 상으로

DEA모형으로 경 효율성을 악하 다. 체

인 효율성 수 추이를 확인해보면 조사한 한

방병원의 경 효율성은 연도의 흐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Fig.2).이는 Table3에서 보듯

이 산출변수인 입원 외래 환자 수가 지속

으로감소하나투입변수에 해당하는병상수

기타지원인력 수 한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성

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향후 한방

병원의경 효율성을높이기 해입원 외래

환자 수와 같은 산출 측면의 증 노력이 실

해 보인다.

양방 병원 연구의 경우,박경삼
7)
의 연구에서

는조사한1996년에서2001년까지 남지역7개

종합병원의 연도별 경 효율성이 유의하게 변

하 는데이는 해당 조사기간 동안 IMF외환

기(1997년),의약분업제도 시행(2000년)등 주요

한 환경변화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DEA모형 효율성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23곳 한방병원을 기 특성

별로나 어서비교해보았다.첫째,조사한23곳

의 한방병원들 에서 개인 소유 한방병원들의

경 효율성이 학부속한방병원들의 경 효율

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학부속한방병원이 개인 소유 한방병원들과는

달리 진료이외에도학생들을교육하는 기능

한담당하고있기때문에진료 심으로 평가한

이 연구에서 학부속한방병원의 경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실제로 학부속한

방병원의 진료 담당 한의사 에도 교육,연구

로인하여 일진료가 아닌시간제진료를담당

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의 측면에서 볼 때 학

부속한방병원의 의료인력 효율성이 개인 소유

의 한방병원에 비하여 낮다고 보인다.이와 유

사하게 서수경
13)
은 회귀분석을 통해 국내 32개

병원의 경 효율성을 확인하여 학병원의 효

율성이 비 학병원의 효율성보다 유의하게 낮

다고 밝힌다.이에 반해 박경삼
7)
은 DEA모형으

로 국내 7개 병원의 경 효율성을 확인하여

학병원과 비 학병원의 경 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 다.

둘째,조사한 한방병원 수도권 한방병원들

의 경 효율성과 수도권 이외 지역 한방병원들

의 경 효율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수도권에 한민국 인구의 반이 거주

하며 경제 으로도 집 된 곳이지만 수도권 이

외 지역인 부산, 주, 등 지방의 도시에

치한 수도권 이외 지역 한방병원들이 경 효

율성에 있어서오히려 근소하게앞서고 있는것

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입지 이 이 경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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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에 직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이에 반해

박병상
3)
은 서울 소재 병원이 역시 소재 병원

과 소 도시병원보다경 효율성이높다고 밝

혔다.

셋째,조사한한방병원 병상수100이상인

한방병원들의 경 효율성과 병상수 100미만인

한방병원들의 경 효율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이와 유사하게 서수경
13)
의

연구에서도 조사한병원들 사이에병상수에 따

른 경 효율성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

았으나,한방병원의 경우 상 병원 100병상

이상인 곳이 6곳에 불과하여 규모별 효율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제한 이 많다.

3.한계 과 의의

DEA모형은 재 의료기 등 공공조직의 경

효율성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몇

몇연구자들에의해여 히 모형의완 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13)

첫째, 상 조직

들의 내재 인 비효율성을 밝 내지 못한다는

이다.즉,모든 분석 상이 동일한 유형의 비

효율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DEA모형으로

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
16)
둘째,효율성에 향

을미치는다른요인이있을수있다.이연구에

서 살펴보지 못한 병상회 율이나 건물면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

이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13)셋째,효율성이

높은경우라도환자가인지한만족도가낮아 찾

지 않게 된다면 효율성의 가치가 낮을 수 있

다.13)따라서 효율성 향상 목표가 의료서비스의

품질이나 수익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경우에

이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조사 상 한방병원들의

재무 인 정보획득에제한이있어해당한방병

원경 효율성과실제수익성의연 성을더 연

구해보지 못한 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한방병원을 연구 상으로 삼아 DEA

모형을 활용하여 경 효율성 분석을 시도한 최

의 연구라는 은 이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DEA모형을 바탕으로 국 23

개 한방병원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방병

원들의 경 효율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지난 10년간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은 투

입과 산출이 모두 어드는 추세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개인 소유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이 학

부속 한방병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3.수도권 지역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과 수

도권 이외 지역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 사

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병상 수 100이상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과

병상 수 100미만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5.DEA모형은 한방병원의 경 효율성을 진

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다

각 인병원 리의지표로한방병원경

에 참고자료를 제공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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