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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Interchangeability between Efficiency Ranking and 

Profitability Ranking in Public Medical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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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medical centers are required to make efficient and profitable operation. The efficiency is usually 
measured by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profitability is measured by medical income rate. But DEA is 
measured by relative, not absolute value. So, profitability rate is used alternatively for DEA.

This study want to analyze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DEA ranking and medical income rate ranking among 
public medical centers. The return on total assets is same ranking with DEA on bed number, employee number 
and total asset, but 60-70% relationship with DEA on bed number and employee number, as input resources. The 
operating margin is similar ranking with DEA on bed number and employee number, but 50-60% relationship with 
DEA on bed number, employee number and total asset, as inpu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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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병원은 제공 서비스 및 관리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

이면서 공공기관인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1]. 

따라서 의료기관 측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경영 활동으로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한다. 반면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며 지역주민과 직원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1].

공공병원의 운영성과는 매년 ʻ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ʼ 제21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익성

과 공공성으로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 하

고 있다. 수익성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적자

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을 더 이상 소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공공의료기관들은 공익

성과 수익성 모두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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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론 및 상위정부기관에 의해 질타를 받는다. 공

공성과 수익성은 상호 배타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둘을 동

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2-4]. 따라서 최근에는 

착한 적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공공성에 필요

한 적자요인을 적자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착한 적자는 공익적 의료의 제공, 사회적 안전망의 유

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지역사회의 공익적 활

동을 위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5]. 그러

나 착한적자를 어느 정도까지로 보느냐에 대한 정해진 원

칙이 없다보니 이에 대한 논란만 키우고 있는 상태이다.  

공공병원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수익성을 측정하

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 따라 효율성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효율성(efficiency) 측정은 투입자원에 

대한 산출자원의 비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 분석을 사용한다. DEA 분석은 투

입자원과 산출자원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

며, 평가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순위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효율성에 대한 절대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6]. 

즉, 집단 내에서 운영을 잘한 기관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 

공공병원의 상대적 평가 방법으로 DEA와 수익성 분석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에 이 연구는 공공의료원을 대상으

로 운영성과를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단 

내 상대평가 순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효율성 지표인 DEA 분석과 수익성 지표인 재무

비율분석의 상대적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

여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서

도 다른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의

료원 평가 지표대안의 다양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공공의료서비스의 성과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

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민주적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결과에 따라 경영자 

평가 및 비용보조 등에 반영된다[7]. 그러나 평가지표의 

많은 부분이 수익성에 맞춰져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부만 단편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지표가 개발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8]. 공공의료원과 같은 공익기관

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특

히 효율성 분석모형과 재무적 성과모형 간에는 근본적인 

평가목적 및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비모수적인 DEA기법을 적용한 의료원의 효율성 분석

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래환자수, 입원환자 재원일수, 당기

순이익, 병상가동률, 평균재원일수,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수익, 의료보호환자비율, 외래 또는 입원 의료급여 수익, 

수술환자 등이 산출변수로 사용되었다[2,3,9-17]. 

Jang et al.[2]은 병상수, 인력, 예산을 투입변수로 외

래환자와 입원환자를 산출변수로 분석하였다. DEA를 이

용하여 각 의료원의 효율성을 분석 후 Post-DEA로 Tier

분석을 실시하여 계층별 의사결정단위의 준거집단

(reference group)을 파악하여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

다. Yoo[18]은 투입변수를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로 

산출물은 수익성, 건전성과 공공성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효율성 분석방법이 전통적 DEA 모형과 부트스

트랩 DEA 모형 분석에 따라 효율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

다. Kim & Jeon[14]은 운영병상, 전문의, 전공의, 약사, 

간호사,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을 투입변수로, 산출변수

는 외래환자, 입원환자, 응급환자, 수술환자로 정의하였

다. 6년간 효율성의 변화를 CCR, BCC 모형을 이용하여 

정태적 분석을 하였으며, DEA/Window 기법을 이용한 동

태적 분석에서 서비스 기술의 열등성, 규모 비효율성, 운

영병상과 전공의, 간호사 수가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재무적 경영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운영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의료수익

경상이익률, 총자본순이익율 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19-23]. 

이 중 의료수익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로 Jung 

et al.[19]은 전국 의료원 중 5곳의 흑자의료원군과 적자

의료원군을 각각 선정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의료

공급의 과잉여부, 병상규모, 경쟁병원, 설립지역, 100병

상당 직원수, 인건비율, 병상이용율, 평균재원일수, 의사

들의 생산성,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 비율, 입원·외래

환자당 1일 평균진료비, 금전적 지원이 병원의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쳤다. Choi et al.[24]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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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병원의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유형태가 재무성

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영리병원이 비영

리병원보다 재무성과가 높은 이유는 많은 외래환자, 효율

적인 자산과 인건비의 활용이 영향요인이었다. Hong et 

al.[23]는 수익성지수, 총자산경상이익률, 의료수익의료

이익률의 수익성과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중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병상이용율, 

외래대비입원환자수, 환자당관리비와 공익성지수였다. 

총자산순이익율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로 Lee & 

Kyun[20]은 경영성과인 총자산이익률, 운영이익률과 총

보호환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중 경

쟁정도, 인건비 비율, 재료비 비율, 부채 비율 및 전문의 

비율이 총자산이익률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성과 정의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oon 

& Park[21]은 총자본경상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두 종속변수 간에 35.2%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 항목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공공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에 있는 34개의 

지방공공의료원 경영성과에 대한 10년간 패널자료(2001

년부터 2010년까지)를 수집하였다. 자료내용 중에서 공

공병원 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연보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표 1> 분석에 사용한 공공의료원 성과측정변수
(Measure Variables of the Public Medical Center)

효율성 분석(DEA) 

모형 1
산출변수(총외래환자수, 연입원환자수)
/ 투입변수(병상수, 직원수, 총자산)

모형 2
산출변수(총외래환자수, 연입원환자수)

/ 투입변수(병상수, 직원수)

수익성 분석(profit rate)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이익 × 100 / 총진료수입액

총자산순이익률 순이익 × 100 / 총자산

재무성과 자료는 재무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자

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가 2004

년도에 발간한 지방공사의료원 연도별 경영평가통계편람

을 참조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분석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공공의료원의 운영성과는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구분하였

다. 효율성은 DEA 모형을 사용하였다. DEA는 투입과 산

출 간의 관계를 보는 상대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출변수로 

외래 및 입원환자를, 투입변수로 병상수, 직원수와 총자산

을 사용한 모형 1과 병상수, 직원수를 사용한 모형 2로 구

분하였다. 수익성 분석은 다양한 재무분석 지표 중 의료수

익의료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2가지를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DEA 분석에서는 투입측면 불변규모수익(input oriented 

constant returns to scale, 이하 ʻCRSʼ), 산출측면 불변

규모수익(output oriented CRS), 투입측면 가변규모수

익(input 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 이하      

ʻVRSʼ), 산출측면 가변규모수익(output oriented VRS)

가 있으나, 여기서는 투입측면 불변규모수익만을 사용하

였다. 산출측면보다 투입측면을 사용한 이유는 두 모형 

간에 투입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VRS(BCC 모형

으로 규모수익 가변을 가정) 대신 CRS(CCR모형으로 규

모수익 불변을 가정)을 사용한 이유는 같은 공공의료원에

서는 규모에 따른 수익률(return to scale)을 불변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DEA 분석에서 효율성 점수가 1이 다수인 경우 기

관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입과 산

출변수들의 여분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여분기반

초효율성(super-efficiency by slack based measure, 

SuperSBM)모형을 사용하였다[3, 25].

 

3. 분석도구

이상의 각 모형에 의해 34개 병원에 대한 성과 순위를 

결정한 후에 각 모형에 따라 순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순위검증(rank test)으로 검증하였다. 순위검증은 동일집

단에서 나온 두 표본집단의 순위가 동일한지 여부를 분석

하는 비모수검증법이다. 특히 비모수검증은 부호(sig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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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위(rank)에 기초한 점수를 평가할 때 유용한 방법이

다[26]. 이 연구에서는 Spearman의 순위상관과 

Kendall의 Tau test을 순위검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Spearman 순위검증은 집단 간의 순위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순서쌍 차이의 제곱합을 함수로 평가

한다. Kendall의 순위상관도 Spearman 검정과 같이 관

측치의 순위에 근거하여 두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지만, 

계산방법으로 차이로 서로 다른 수치를 가지게 된다. 사

용한 통계 패키지는 STATA 12.0이다. 

Ⅳ. 연구결과

1. 효율성(DEA)과 수익성(profitable rate) 현황 

  

10년간 34개 공공의료원의 효율성(DEA)과 수익성

(profit rate) 평균값은 <표 2>와 같다. 투입측면 CRS로

서 투입변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 1과 모형 2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모형 1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표 2> DEA 및 수익률 평균값 (DEA and Average of the Profit Rate)

구분 정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효율성 분석
(DEA) 

모형 1 0.88 0.237 0.429 2.489 

모형 2 0.82 0.214 0.426 2.153 

수익성 분석
(profit rate)

의료수익의료이익률 -24.93 14.603 -73.410 -1.656 

총자산순이익률 -7.60 7.692 -42.225 1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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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병원들의 DEA 값 분포
(Distributions of Hospital DEA by Year)

<그림 2> 병원의 10년간 DEA 값 분포
(Distributions of Hospital DEA during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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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병원들의 의료이익률 분포
(Distributions of Hospital Profit Rate by Year)

<그림 4> 병원의 10년간 의료이익률 분포
(Distributions of Hospital Profit Rate during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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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익성 분석에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모든 의

료원이 적자이나, 총자산순이익은 적자와 흑자 병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평균이 –24.93, 

총자산순이익률 평균이 –7.60로 총자산순이익률이 의료

수익의료이익률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의료 부

분에서의 적자를 다른 부분에서 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효율성 분석 모형 1의 연도별 병원들의 DEA 값과 각 

병원의 10년간 DEA 값 분포는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2004년의 경우는 병원간 변동 폭이 큰 반면에, 

2005년 이후에는 격차가 크지 않는데, 이는 병원 간 효율

성에서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성 분석에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서는 병원간<그

림 3>, 각 병원의 연도별<그림 4> 차이가 심하게 났다. 

이는 의료원들의 연도별 수익률이 매년 크게 변화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10년 동안의 

평균값이 거의 변화 없음을 감안하면 같은 병원에서의 의

료수익의료이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공공의료원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DEA 모형 1에 의한 우선순위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의한 우선순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이때, DEA 모형 1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의한 우

선순위가 비슷하면 두 성과평가가 비슷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차이가 크면 두 평가 간에는 유사

한 평가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평가결

과가 우수한 13번 의료원과 평가결과가 낮은 26번 의

료원 간에는 평가결과가 비슷하나, 다른 의료원에서는 

두 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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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EA 우선순위와 수익률 우선순위의 10년간 비교
(Comparison of DEA Ranking and Profitability Ranking during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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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효율성과 수익성 분석간의 순위 상관성 분석
(Rank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DEA 모형 1 DEA 모형 2 DEA 모형 1 DEA 모형 2

　 Spear p값 Ka/Kb p값 Spear p값 Ka/Kb p값 Spear p값 Ka/Kb p값 Spear p값 Ka/Kb p값

2001 0.24 0.203 0.20 0.126 0.17 0.368 0.12 0.358 0.17 0.357  0.12 0.341  0.38 0.033 0.27 0.035

2002 0.36  0.047 0.24 0.057 0.38 0.034 0.27 0.032 0.18 0.346 0.11 0.377 0.20 0.269 0.14 0.292

2003 0.25  0.174 0.21 0.096 0.17 0.358 0.14 0.292 0.33 0.070 0.23 0.066 0.38 0.033 0.28 0.029 

2004 0.27  0.139 0.18 0.153 0.26 0.161 0.19 0.134 0.20 0.273 0.13 0.308 0.38 0.035 0.29 0.024 

2005 0.40  0.027 0.29 0.023 0.46 0.462 0.32 0.010 0.10 0.600 0.09 0.497 0.21 0.266 0.12 0.341

2006 0.36  0.049 0.25 0.049 0.42 0.018 0.28 0.029 0.16 0.390 0.10 0.455 0.28 0.121 0.19 0.134

2007 0.25  0.183 0.17 0.197 0.32 0.077 0.22 0.089 0.05 0.808 0.01 0.973 0.19 0.294 0.11 0.395

2008 0.36  0.044 0.26 0.045 0.28 0.122 0.24 0.061 0.05 0.770 0.02 0.865 0.32 0.075 0.24 0.061

2009 0.22  0.240 0.14 0.292 0.19 0.284 0.13 0.324 -0.15 0.436 -0.09 0.475 -0.10 0.591 -0.08 0.563

2010 0.49  0.005 0.34 0.007 0.55 0.001 0.39 0.002 0.17 0.354 0.11 0.395 0.44 0.013 0.32 0.013

Coincidence rate
50% 60% 80% 60% 100% 100% 60% 70%

Spear = spearman
Ka = Kendall'stau-a
Kb = Kendall'stau-b 

2. 효율성(DEA)과 수익성 분석(profitable 

rate)간의 순위 상관성 분석

공공의료원의 성과를 효율성(DEA)과 수익성(profitable 

rate)으로 순위를 부여하는 경우의 차이를 연도별로 분석

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의 좌측은 의료수익의료이익

률과 DEA 모형들과의 관계를, 우측은 총자산순이익률과 

DEA 모형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로 표현되는 재무성과와 DEA로 표

현되는 효율성 평가 간에는 우선순위 평가에서 상관관계

가 없는 경우가 50%로 10개 연도 중에서 5개 연도가 차

이가 있다. 하지만 총자산순이익률로 표현된 재무성과와 

DEA로 표현된 효율성 평가에서는 총자산을 포함한 DEA 

모형 1에서는 100%, 병상수와 직원만을 고려한 DEA 모

형 2에서는 60%의 관련성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병상수, 직원수와 총자산을 투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의 효율성 성과(DEA 모형 1)와 총자산을 이용한 총

자산순이익율 간에는 병원의 순위평가가 동일하지만, 의

료이익을 분자로 하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 모형과 DEA 

모형 1에 의한 우선순위 평가는 50%만 일치하였다. 한

편, 병상수와 직원수만을 가지고 분석한 효율성 모형

(DEA 모형 2)에서는 2개의 수익성 모형과 10년도 중에

서 3-4년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병상수와 

직원수로만 보는 효율성은 수익성 평가와 다른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고찰 및 결론
  

공공의료원 운영성과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요

구한다. 수익성 평가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한

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의료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성만을 평가한다는 것에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27,28]. 그러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화된 지표

가 없는 실정이다[23]. 또한 공공의료원의 효율성은 당연

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공의료원의 평가로 조직 간의 

상대적 우수로 평가되는 DEA 효율성 지표를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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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효율성으로 평가한 우선순위와 수익성으로 

평가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2001년부터 

10년간 패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수익성지표가 효율성 

지표를 어느 정도 대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자산순이익률로 표시된 수익성 지표는 병상수, 직원

수, 총자산으로 투입변수로 표시된 DEA 지표와 100% 일

치함으로써, 총자산순이익률이 자산항목을 포함한 효율성 

평가지표로의 대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병상

수와 직원만을 기준으로 한 효율성과는 60%-70%의 일

치로 대치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자의 

경우에 총자산이 투입자원으로, 그리고 이익률이 기본지

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산 활용도

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직원과 병상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효율성의 경우에는 수익성과 어느 정

도 차이가 발생된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서는 자산을 포함한 효율성과 

차이가 더 많이 나는 반면에, 병상수와 직원수만으로 

표현된 효율성과는 비슷한 우선순위 분포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입원환자수와 환자를 

돌보는 직원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내

부관리 측면에서의 자원의 효율성은 의료수익의료이

익률로 대치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공의료원의 효율성 평가는 총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순이익률로, 병상수와 직원수에 의한 효율성 평가는 

의료수익순이익률로 평가하여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려준

다. 조직에서 효율성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익률에도 영

향을 미치는 일반 경영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조직의 성과 및 효율성을 평

가하여도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효율성과 수익성과의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공공성

을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의 

적합성은 다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공공의료원의 성과 등은 정치적

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 2개의 지표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지표

가 같다고 해서 바로 상호간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이 연구에는 다만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평가지표의 대체 가능성만을 검토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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