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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Dental University Hospitalsʼ Profitability

Ji-Hoon Lee*†, Seong-Sik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pt. of Orthodont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ental university hospitalsʼ profitability and understand recent 
their business condition.    

Methodology: Data from 2016 to 2019 was collected from financial statement, public open data in 8 dental 
university hospitals. For the study, multiple regression test with stepwise selection was applied. 

Findings: First of all, 9 out of 19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y stepwise selec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test with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operating profit margin ratio), 
the factors affecting hospitalsʼ profitability were the number of dental unit chair, hospital location, debt ratio, total 
capital turnover ratio, employment cost rate, material cost rate, management expense rate, the number of patient 
per a dentist. 

Practical Implication: To improve dental university hospitalsʼ profitability, hospitals specifically analysis and manage 
their cost such as employment, material and management cost and seek effectiveness by managing the proper 
number of patient per a 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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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로 2015년 27조 대비 약 46%

가 증가하였다. 특히, 치과 병·의원(대학병원 포함)의 경

우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타나나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치의학 분야는 그동안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도 2015년도 의료기기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2번째 품목에 자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

지해왔다[2].

이러한 대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과 병·의원

의 경영환경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저수가 문제, 병·의원 

수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악화되고 있다. 특

히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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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의과대학병원이 지원받

고 있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감염관리료 등의 수가정책에

서 제외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치과대학병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1997년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개원을 시작으

로 2003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11년 부산대학교치과

병원, 2016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등 4곳의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은 독립법인화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치과

대학병원들은 각 설치법 혹은 자체 정관에 따라 지역사회

에 필수적인 치과진료 서비스의 제공 외에도 공공의료, 

연구,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

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소요재원은 자체 진료수

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

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수익성 영향요인 관리를 통한 적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로는 의료수익, 인건비, 의료이익 

등 재무적인 성격을 갖는 지표와 환자수, 인력수, 병상수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외

래환자1인당 의료수익, 병상가동율 등 기존 지표를 활용

한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해 경영성과 측정을 위한 중요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3].

본 연구는 기존 의과대학병원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수

익성 영향요인 분석을 치과대학병원 대상으로 최초로 실

시하였으며, 최근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

경 속에서 치과대학병원의 최근 재무상태 및 진료실적을 

파악하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의료기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내기 위하여 국내외 지속적인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외 선행연구로는 Gapenski et al.[4], Younis et 

al.[5], Cleverly[6]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Kim et 

al.[7], Yang et al.[8], Lee et al.[9], Hong et al.[10], 

Choi & Kim[11], Lee[12]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2000

년대 이후에는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 대상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지방의

료원 등으로 세분화되었다[13].

우선 국외 의과분야에서의 의료기관 수익성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로 Gapenski et al.[4]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169개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레지

던트수, 설립기간, 부채비율, 서비스 제공량, 미국의료보

험(Medicaid) 환자비율 등이 병원 수익성과 관련된 요인

임을 밝혀냈다. Younis et al.[5]는 미국 4개 지역 내 병

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지리적 위치, 비영리기

관 여부, 레지던트수, 조정직원수, 재원기간, 부채금액, 

병상규모 및 가동률이 PPS(Prospective Payment 

System) 제도 도입 이후 병원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실증

적 요인임을 언급하였다.

국내 의과분야에서의 선행연구로는 Kim et al.[7]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33개 종합병원의 병원

표준화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있다. 분석을 위

한 종속변수로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의료

수익의료이익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설립유형, 

병상당 인력 및 면적, 의사1인당 환자수, 간호사1인당 환

자수, 병원표준화 심사점수, 인건비율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립유형에 따라 총자본경상이익률,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에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사1인당 환자수는 모

든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인건비율 및 재료비율과 병원수익성이 유의한 음의 관

련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Yang et al.[8]은 32개 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으며, 총자본의료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병상

이용률, 부채비율, 소재지, 공익적 지수였으며,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에는 규모, 병상이용률, 전문의당 환자수, 환

자당 인건비율로 나타났다. Hong et al.[10]은 34개 지

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수익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

석하였으며, 병상이용률이 종속변수인 수익성지수, 총자

산경상이익률,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치과분야에서의 선행연구로는 Choi & Kim[11]이 치

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전수조사 자료인 경제 총 조사 마이

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개업 치과

의사의 의료수익과 소득에 미치는 요인 연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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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는 특성에 따라 개인특성, 개업형태, 지역환경 

등 3가지 범주로 나눠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의료수익과 의료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업연차, 

개원의사의 성별, 공동개원 여부, 치과규모, 치과의사밀

도임을 밝혀냈다.

한방분야 선행연구로는 Lee[12]가 18개 한방부속 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수익성 영향요인 연구를 하였으며, 수익

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총자본증가율과 총

자본회전율, 관리비비율로 나타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는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총자본회전율을 높이고 관

리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분석 도구는 통계소프트웨어인 R(ver. 4.0.3.)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단계별 변수선택

(stepwise selection)을 통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test)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여

러 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와 연관되어 있는 

독립변수를 선택하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 정립과 종속변

수 예측을 할 수 있다. 

다중회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는 종속변수 와 i개의 

설명변수 , ⋯,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가 존

재한다고 가정하고, 다중회귀모형의 적합을 위해 회귀계

수()를 추정한다.

       ⋯      ···

모형의 적합을 위한 회귀계수() 추정을 위해, 일반적

으로는 아래와 같이 오차항( )의 제곱을 최소로 하는 최

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며, 

  argmin
  




   ···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 분산분석 등을 통해 

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과 오차항에 대한 정규성, 

독립성 확인 등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지 진단

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시 변수가 증가할 수록 예측 오

차를 증가시켜 모형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자료 

획득과 해석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진

선택법(forward selection), 후진적 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단계별 선택법(stepwise selection) 등의 

변수선택방법을 통한 회귀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14].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단계별 변수선택(stepwise 

selection)을 진행하여 적절한 독립변수를 선택하고, 최

종적으로 선택된 독립변수를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치과대학병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수집기간

연구대상으로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

된 전국 11개의 치과대학병원 중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

하는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4개년(2016

년~2019년)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32개의 자료를 조사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대학교 홈페이지 내 공시된 재무

제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공시 자료, 각 병

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주

요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표 1>, 유닛체어수는 

200대 이상 1개(12.5%). 100대 이상 199대 이하 6개

(75%), 100대 미만이 1개(12.5%)였으며, 독립유무는 독

립법인화 한 치과병원이 4개(50%), 의과대학병원 내 소

속되어있는 치과병원이 4개(50%)로 나타났다. 설립형태

의 경우는 국립대치과병원이 5개(62.5%), 사립대치과병

원이 3개(37.5%)였으며, 치과대학병원 위치는 수도권 및 

광역시가 4개(50%), 그 외 지역이 4개(50%)로 나타났다. 

 3. 변수 정의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를 정의하기 위하여 Choi & 

Kim[13]이 병원의 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동

향 연구에서 정리하여 사용한 구조화된 변수 틀을 사용하

였으며<표 2>, 그 중 수집가능 한 독립변수 16개, 종속변

수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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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기존 의료기관 수익성 결정요인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다양하다. 그 중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선정하였으며, 의료수익의료

이익률의 경우 일정기간 발생한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재

료비, 관리비 등 직접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의료이익

을 의료수익으로 다시 나눈 것으로 병원 경영을 통해 얻

는 실질적인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구조적, 재무적, 운영적 특성으로 분류하였

으며, 구조적 특성 세부변수로서 해당 병원의 규모를 나

타내는 유닛체어수 및 전공의수, 조직유형을 나타내는 독

립여부, 설립형태, 치과병원 위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특히, 유닛체어는 외래진료 중심인 치과대학병원에서 진

료 및 처치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진료과 단위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기에 치과대학병원의 규모

를 나타나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유닛체어수
200대 이상 1 12.5

100대 이상~199대 이하 6 75.0

 100대 미만 1 12.5

독립여부
독립법인화 4 50.0

의과대학병원 소속 4 50.0

설립형태
국립대치과병원 5 62.5

사립대치과병원 3 37.5

치과병원 위치
수도권, 광역시 4 50.0

그 외 지역 4 50.0

<표 1>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 (Summary of Target Hospitals)

분류 사용변수 변수명 변수 정의

종속변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이익/의료수익

독립변수

구조적
특성

 유닛체어수 해당기관의 유닛체어(치과 외래진료용 의자) 수

 치과전문의수 해당기관의 치과전문의수

 독립여부 독립법인화 여부(독립=0,종속=1)

 설립형태 설립주체(국립대=0,사립대=1) 구분

 치과병원 위치 대도시(수도권,광역시=0, 그외=1) 위치 여부

재무적
특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총자본회전율 의료수익/총자본(부채+자본)

 치과의사1인당 의료수익 의료수익/치과전문의수

 환자1인당 의료수익 의료수익/외래+입원 환자수 합계

 인건비비율 인건비/의료수익

 재료비비율 재료비/의료수익

 관리비비율 관리비/의료수익

운영적
특성

 유닛체어회전율 외래환자수/유닛체어수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 외래+입원 환자수 합계/치과전문의수

 외래수익비율 외래수익/의료수익

<표 2> 연구에 사용된 변수와 변수 정의 (Variable Definition 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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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특성의 세부변수로는 재무 유동성을 측정하는 

유동비율, 안전성을 의미하는 부채비율 변수를 사용하였

으며, 자원의 생산성 정도를 나타내는 총자본회전율, 치

과의사1인당 의료수익 및 환자1인당 의료수익을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원가를 나타내는 변수로 인건비비

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사용하였다.

운영적 특성의 세부변수로서는 운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닛체어회전율 및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를 사용

하였으며, 진료형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외래수익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수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 기술통계량

을 조사하였다<표 3>. 변수별 자료의 산포를 측정하기 위

하여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표준편차÷평균)을 계산하

면 비교적 편차가 큰 의료수익의료이익률(1233%), 유동

비율(83%), 부채비율(96%)을 제외하면 평균 27% 수준으

로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2. 치과대학병원 연도별(2016년~2019년) 경영실적 

치과대학병원의 연도별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연도별 평균을 활용한 추세를 분석하였다<표 

4>. 우선 종속변수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평균은 2018년

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9년 -0.13%로 적자로 전환되

었다.

독립변수 중 구조적 특성의 변수로서 유닛체어수 평균

은 매년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치과전문의수 평균은 

2016년 39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7.69% 증가하였다.

재무적 특성의 변수로서 유동비율 평균은 2018년 

431.86%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371.04%를 기록하며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18년 132.26%까지 감소하

였다가 2019년 136.9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었다. 환자1인당 의료수익의 경우는 매년 요양급여 수가 

인상으로 인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 117천

원에서 2019년 127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의료수익

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비율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16년 평균 59.03%에서 19년 61.49%을 기록해, 인

건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적 특성의 변수로서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 평균은 

2016년 4,267명이었으나, 2019년 4,025명을 기록하여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익성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69 8.51 -15.08 23.40

구조적 특성
   유닛체어수(개) 151 52 67 263 

   치과전문의수(명) 40 21 21 98 

재무적 특성
   유동비율(%) 372.17 309.94 39.88 1176.28

   부채비율(%) 137.20 132.05 16.30 479.38

   총자본회전율(%) 131.51 90.94 25.16 326.07

   치과의사1인당 의료수익(원) 505,964,392 120,080,455 306,358,465 738,214,834 

   환자1인당 의료수익(원) 122,920 27,929 78,580 185,055 

   인건비비율(%) 59.65 6.06 46.41 70.89

   재료비비율(%) 11.59 2.31 7.04 15.10

   관리비비율(%) 27.30 6.15 16.22 36.38

운영적 특성
   유닛체어회전율(명) 1,026 164 777 1,249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명) 4,168 839 2,978 5,879 

   외래수익비율(%) 88.13 8.24 68.88 98.83

<표 3> 변수별 기술통계량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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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운영 효율성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의료수익에

서 차지하는 외래수익비율의 경우 2019년 평균 88.94%

를 기록하여, 치과대학병원은 수술 등 입원진료보다는 처

치, 진단 등 외래진료가 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치과대학병원 주요 특성에 따른 수익성 차이 

주요 특성(독립여부, 설립형태, 치과병원 위치)에 따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비교분석

(t-test)을 실시하였다<표 5>. 우선 독립여부에 따라 독립 

법인화한 치과대학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평균은 

-1.38%, 의과대학병원에 소속된 치과대학병원의 평균은 

2.76%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설립형태에 따라 국립대치과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

률 평균은 -3.35%, 사립대치과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

률 평균은 7.43%를 기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치과병원 위치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치

지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수익성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13 1.91 0.45 0.53

구조적 특성
   유닛체어수(개) 152 152  152 149 

   치과전문의수(명)  42 38 40 39 

재무적 특성
   유동비율(%) 371.04 431.86 338.95 346.84

   부채비율(%) 136.97 132.26 134.49 145.10

   총자본회전율(%) 130.21 134.77 135.06 125.99

   치과의사1인당  의료수익(원) 504,599,903 527,886,085 495,944,422 495,427,158 

   환자1인당 의료수익(원) 127,529   125,421     121,169  117,560 

   인건비비율(%) 61.49 59.35 58.73 59.03

   재료비비율(%) 11.39 11.35 11.72 11.91

   관리비비율(%) 27.26 27.40 28.10 26.47

운영적 특성
   유닛체어회전율(명) 1,028 1,019 1,019 1,038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명) 4,025 4,213 4,166 4,267 

   외래수익비율(%) 88.94 87.73 88.11 87.74

<표 4> 치과대학병원 연도별 경영실적 
(Business Performance of Dental University Hospitals from 2016-2019)

지표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평균 표준편차 t 통계량 유의확률
독립여부
   독립법인화 -1.38% 5.03%

-1.3979 0.1724
   의과대학병원 소속 2.76% 10.74%

설립형태
   국립대치과병원 -3.35% 6.30%

-4.3574 0.0001**

   사립대치과병원 7.43% 7.52%

치과병원 위치
   수도권, 광역시 -2.46% 6.95%

-2.2231 0.0339**

   그 외 지역 3.84% 8.96%

 * p < 0.1, ** p < 0.05

<표 5> 주요 특성에 따른 치과대학병원 수익성 차이 
(Profitability Difference of Dental University hospitals by Major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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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학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평균은 –2.46%,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치과대학병원의 평균은 3.84%로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치과대학병원 수익성 영향 요인 

치과대학병원 수익성 영향요인 분석 요인을 위해 의료수

익의료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선

택의 판정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최소로 갖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변수선택 결과, 총 

16개 독립변수 중 ,,,,,,,,

 9개 독립변수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으며, AIC 값

은 -245.05였다. 

선택된 9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구조적 특성

의 변수 중 유닛체어수, 치과병원 위치가 종속변수인 의

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재무적 특성의 변수 중 부채비율, 총자본회전

율,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운

영적 특성의 변수 중 치과의사 1인당 환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전체 

모형 적합에 대한 수정된(Adjusted)   값은 0.961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 회귀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회귀모형의 독립성 검정

을 위한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값이 

1.905로 나타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오차항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문제가 발생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규성 검정을 위한 Shapiro- 

Wilk 검정 결과, p 값이 0.665를 나타내며 오차항이 정

규분포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모형의 정규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고찰 및 결론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최근 치과대학병원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대학병원, 대학한방병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수익성 

영향요인 관련 연구를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변수 변수명 
표준
오차

t 통계량
유의
확률

 유닛체어수 0.00064 0.00021 3.09800 0.00525**

 설립형태 0.02762 0.02191 1.26100 0.22061

 치과병원 위치 0.10160 0.02601 3.90800 0.00076**

 부채비율 -0.01366 0.00623 -2.19400 0.03911**

 총자본회전율 -0.02855 0.01441 -1.98100 0.06019*

 인건비비율 -0.80440 0.08983 -8.95400 0.00000**

 재료비비율 -2.00500 0.45400 -4.41600 0.00022**

 관리비비율 -0.85980 0.09921 -8.66600 0.00000**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 0.00001 0.00001 1.96900 0.06171*

수정된(Adjusted)   0.961

F-Value 87.52**

Durbin-Watson 검정 1.905(p-value: 0.804)

Shapiro-Wilk 검정 0.976(p-value : 0.665)

 * p < 0.1, ** p < 0.05

<표 6> 선택된 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Summary of the Fitted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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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8개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4개년도(2016년

-2019년)의 재무제표, 공공기관 공시자료 등을 참고하였

으며, 수익성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단계별 변수선택(stepwise selection)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수의 독립변수를 선택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밝혀내었다. 

1) 최근 치과대학병원의 경영상태

치과대학병원의 최근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도별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8

개 치과대학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평균은 흑자를 유

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0.13%로 적자를 기록하며 최근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적자상

태가 지속된다면 인력 충원, 신규 시설 및 의료장비 투자

에 제한이 발생할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특성변수에 따른 수익성 차이

설립형태에 따라 사립대치과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

률 평균은 7.43%, 국립대치과병원 평균은 –3.35%로 사

립대치과병원의 수익성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국립대 및 사립대치과병원은 진료, 교

육, 연구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립대치과병원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부처 및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

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추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

치과병원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를 통해 정부 보조금 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치과병원 위치에 따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차이에서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수도권, 광역시 소재 치과대학병원 

보다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치과대학병원의 수익성이 더 

높았으며, Kim et al.[7]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익

성 영향요인 연구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다. 이는 상대적으

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여 다수의 환자를 진료

하는 것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적정 

수익성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 치과대학병원 수익성 영향 요인 

치과대학병원 수익성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단

계별 변수선택(stepwise selection)을 통한 변수선택 결

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대한 총 19개 독립변수 중 유

닛체어수, 설립형태 등 9개의 독립변수가 선택되었다. 다

음 선택된 9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유닛체어수, 치과병원 위치, 

부채비율, 총자본화전율, 인건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

비율,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 등 총 8개로 나타났으며, 모

형 적합에 대한 수정된 의 값은 0.961로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적 특성의 독립변수 중 병원 규모를 나타내는 유

닛체어수가 종속변수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대

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유닛체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주요 치과진료 및 처치는 치과의사가 하되, 간

단한 처치 행위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위생사가 분

담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충분한 수의 유닛체어 확

보를 통한 효율성 있는 진료를 수행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과병원 위치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보다 그 외 지역

에 위치한 치과대학병원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언급한 치과대학병원의 위치에 

따른 수익성 차이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재무적 특성의 독립변수 중 재무 안전성을 나타내는 부

채비율의 경우,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

향을 주었다. Yang et al.[8]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부채

의 사용은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켜 병원 수익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치과대학병

원의 경우 시설 증축을 위한 자금조달 등 수익창출을 위

한 부채사용이 아닌, 대부분 최근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차입금 사용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수익성 향상과 

관련 없는 부채사용으로 인하여 재무레버리지효과가 나타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자본회전율에 경우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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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ee et al.[9]의 

연구에서는 민간병원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준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는 치과대학병원 특성상 연구대상의 절반

이 의과대학병원 내 소속되어있으며, 일부 자산, 자본 등

이 의과대학병원에 속해 있어 재무 자율성이 약하기 때문

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자

본 활용에 따른 수익성 기여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치과대학병원의 독립여부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

이 요구된다.

비용을 나타내는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7], Lee[12]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비용 관리가 필수적

임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최근 치과대학병원의 인건비비

율 평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가 필요하다. 

운영적 특성의 나타내는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는 종속

변수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Yang 

et al.[8]의 연구에서도 전문의당 환자수는 의료수익의료

이익률과 수익성지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치과대학병원에서도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대학병원 수익성에 관한 요

인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비용관리에 대한 중

요성이다. 연구결과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변수는 

수익성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비용을 구성하는 핵심적 지표이기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치과

대학병원에서 주로 수행하는 진료, 교육, 연구, 공공의료

사업 수행에 소모된 비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다 지

출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절감한 재원으로 합리적인 재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 환자수 관리를 통한 진료 효율성 추구이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치과의사1인당 환자수 변수는 수익성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

원 입장에서는 효율성 추구를 위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환자를 진료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치과대학병원 존재 목적 상 진료 외에 

학생 및 전공의 수련교육, 치의학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

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진료 활동만을 할 수가 없을 것이

다.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환자수 

및 진료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동기부여를 위

한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진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 안전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다. 앞선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재무 안전성과 관련된 부채비율 및 

총자본회전율 변수는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최근 치과대학병원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단기차입금 

증가로 인하여 부채 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

다. 향후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의료장비 도입 등 자금조

달을 위한 부채 발생 시 예상수익과 상환원금, 이자비용 

등을 고려한 올바른 투자결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에 많

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국내 치과대학

병원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연구자료의 수집기간

도 최근 4년간으로 충분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 일부 제한

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치과대학병원을 대

상으로 한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더욱 완결성 있는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치과대학병원 특색에 맞는 종

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추가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익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기존 선행되었던 의료기관 수익성 영향요인 연

구에 대한 비교를 통해 치과대학병원의 수익성 향상을 위

한 효과적인 대안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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