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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

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선불상환제 도입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를 전후로 실험집단인 종

합병원급 28개 공공의료기관과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교집단인 민간의료기관 199개

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

포락분석(DEA)과 이중차이분석(DID)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전후로 의

료기관 효율성의 유의미한 향상을 관찰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신포괄수가제도로 인한 변화인

지는 통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신포괄수가제도가 시범 사업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공공

성 특성으로 공급자 인센티브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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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진료비지불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용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

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때 의료공급자는 진료비지불제도에 의해 설계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자신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를 변화시키게 된다(Berki, 

1985). 이러한 점 때문에 진료비를 보상하는 행위는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권순만, 2004; 이규식, 2009).

진료비지불제도는 크게 선불상환제(Prospective Payment System)와 후불상환제

(Retrospective Payment System)로 구분할 수 있다. 선불상환제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지

기 이전에 결정된 진료비의 총액을 근거로 장차 발생할 의료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예측

하여 보상하는 제도로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제도가 대표적이다. 

반면 후불상환제는 선불상환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 진료비가 사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국내의 주된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있다(이규식, 2009). 의

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지불제도가 후불상환제에 가까울수록 의료공급자-의료소비

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추가적인 재원일수 및 더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수익 추구에 유리하지만(권일웅 2012), 선불상환제에 가까울

수록 그러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한다(Busse et al, 2011; 송기민 외, 2013). 따라서 선

불상환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총량과 가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

는 것이다.

DRG제도는 어떤 국가에서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형은 아니며 각국의 보건의료 

상황과 특성에 맞게 수정된 형태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태윤희･최영순, 2015). 국내

에서는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되다가 2002년부터 본 사업이 7개 단

순 질병군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시범 진행된 바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2009년부터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는 포괄수가로 하고 특

정진료는 행위별보상을 혼합한 신포괄수가제(이하 신포괄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포괄제도 또한 DRG제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형태의 진료비지불제도이

다(지영건, 2011). 신포괄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달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2009년 1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17

년 현재까지 41개 공공 의료기관에 시범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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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제도는 일반적으로 도입이후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

려져 있다(Street et al., 2011). 이러한 이유로 DRG제도로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실시

하였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DRG제도 도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DRG제도가 

도입된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효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도의 도

입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국내에 시범 도입된 신포괄제도의 효과를 효율성 측면에

서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이러한 DRG 제

도 효율성의 계량적 평가를 진행한 실증적인 학술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진료비 급등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의 정

책평가 연구로 시범사업 후 민간병원에 확대적용을 앞서 공공병원에 적용한 결과를 바

탕으로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공공의

료기관에 도입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는 신포괄제도 도입 전후의 의료기관 효율성을 종

합 평가함으로써 신포괄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

석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진료비지불제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주된 진료비지불제도로 후불상환제의 일종인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행위별 가격(진료수가)은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행위별 가격은 행위 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

험도를 고려하여 계산된 상대가치 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

에 의해 결정한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따라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공급자가 환자 1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R)은 건정심에서 

정해진 행위별 가격(P)과 실제 의료서비스가 행해진 양(Q)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행

위별수가제는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의료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사후적 진료비

지불제도이다. 따라서 의료공급자는 공급자유인수요 이론에 따라 자신의 수익 증대(R)를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격(P)을 높이거나,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Q)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별수가제

의 구조적 특징은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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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승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유태균, 1996; 최희진, 2015).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진료비지불제도가 포괄수가제인 DRG

제도이다. DRG제도는 1983년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1990년

대 들어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지불보상체계가 되었다(Busse et al, 2011). DRG제도는 

대표적인 선불상환제의 일종으로 일반 산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표준 분류에 대한 개

념을 입원서비스에 적용하여 한건의 입원서비스를 하나의 생산품(Product of Hospital 

Service)으로 정의한다.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공급자는 인력, 시설, 재료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항목별로 보상이 

되는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DRG제도에서는 하나의 생산품인 사례(case) 단위로 보상

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DRG제도 하에서는 실제 공급된 의료서비스 양에 상관없이 사전

적으로 정해진 보상이 주어지므로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줄일

수록 더 유리하다.

국내에서는 1997년에 DRG제도가 시범 도입되어 2002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지

만, 비교적 단순한 7개 질병군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에 대하여는 확대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진료비지불제도를 모색한 결과가 2009년 시범 도입

된 신포괄제도이다(강길원, 2010). 신포괄제도는 일종의 DRG제도의 변형으로(지영건, 

2011) 고가의 의료서비스와 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나머지는 DRG제도로 보상하

는 DRG제도의 장점과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을 혼합한 진료비지불제도이다. 또한 DRG제

도와는 달리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 

대한 질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박은철 외, 2014). 

유럽과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공적 건강보

험재정의 악화라는 공통적인 문제로 촉발 되었다(채희율･박지연, 2003). 이들 국가에서 

시행한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의 핵심은 거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

고, 미시적으로는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공급자의 비용 절감 의료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상환제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의 진료비지불제도 도입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의료비 급증 속도와 인구 고령화 등 주요 선진

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불상환제로의 개혁이 더욱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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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상환제와 의료서비스 효율성

선불상환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총량과 가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비

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게 된다(Busse et al, 2011). 선불상환제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효율성 증가는 비

교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Street et al., 2011). 비교

잣대 경쟁은 이상적인 공급자를 기준으로 보상이 설계된 제도를 통해 시장 공급자들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잣대 경쟁 하에서는 시장 내 존재하는 공급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모든 

공급자들의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Schleifer, 1985). 

선불상환제의 일종인 DRG제도는 질병군별 표준가격 산정 시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의 

공급 비용을 반영한다(정의신, 2014). DRG제도가 도입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효율적인 

의료기관은 진료비 보상의 상한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

고 순수익을 높여서 시장에서 생존할 확률이 높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은 상대

적으로 비용이 클 것이므로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다. 이러한 퇴출에 대한 위협의 존재는 시장에 존재하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이상

적인 의료공급자 만큼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DRG제도 

하에서 시장의 모든 의료기관의 평균적인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반적인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는 다수 발견되지

만(박창제, 1996; 정형선･이기호, 1996; 안태식･박정식, 1997; 서수경･권순만, 2000; 안

인환･양동현, 2005; 남상요, 2007; 신동욱 외, 2008; 박병상 외, 2009; 김기성･황규성, 

2010; 김용태･신동면, 2010; 전진환･김종기, 2010; 박병태･이동현, 2011; 양동현･장영

재, 2011; 조현민 외, 2013; 박성훈･김대철, 2015; 박성훈 외, 2016; 김상미 외, 2016), 

DRG 제도 및 신포괄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DRG 제

도와 관련한 질적인 수준의 정책연구는 다수 발견되나(정제혁, 2009; 강길원, 2010; 지

영건, 2011; 허순임･허재헌, 2012; 박은철 외, 2013; 신삼철 외, 2013; 정의신, 2014; 정

형선, 2014; 손창우, 2015; 태윤희･최영순, 2015), 본격적인 효율성 관련 계량분석 연구

는 찾을 수 없었다. DRG 제도가 2002년부터 비교적 단순한 7개 질병군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시범 진행되었고, 일종의 DRG제도의 변형인 신포괄제

도는 보건의료법 제44조에 따라 2009년 1차 시범사업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계량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한계가 존재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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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상환제로의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실시한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효율

성 측면을 평가하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다만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변형된 DRG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효율성에 대한 정의도 달라 단순 효율성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일당진료비제1)에서 DRG제도로의 개혁을 시도

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의 경우에는 행위별수가제에서 DRG제도로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도 미국의 경우 많은 관측 치에서 얻어지는 

기술효율성의 변화에 관심이 큰 반면, 유럽의 연구는 적은 관측치의 사례분석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O’neil et. al., 2008).

Biørn et. al.(2003)은 노르웨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DRG제도 도입 전

에 비해 도입 후의 기술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비용효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Hagen et. al.(2006)도 노르웨이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DRG제도 도입 전에 비해 도입 후 기술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관찰하였다. Dismuke 

& Sena(1999)는 포르투갈의 DRG제도 적용을 받는 지역병원과 중앙병원을 대상으로 맘

키스트2) 방식으로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DRG제도가 병원의 효율성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 밝혔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구결과에서는 DRG제도의 도입 후 의료기관의 

유의미한 효율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Sommersguter-Reichmann, 2000; Herwartz 

& Strumann,2014).

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역과 표본 선정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다소 

엇갈린다. Chern & Wan(2000)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80개 병원을 병상수로 4개의 그룹

으로 구분한 뒤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DRG제도 도입 10년 이후 기술효율성 점수가 미세

하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orden(1988)는 1979년부

터 1984년까지 미국 뉴저지의 52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비율분석,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DRG제도 도입 시기에 따른 의료기관의 효율성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병원협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DesHARNAIS et. al.(1991)와 Feder et. al.(1987)의 연구

에서는 DRG제도 도입 후 대부분의 병원에서 효율성 증가가 관찰되었고 선불상환제가 

제한된 수익에서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효율성을 좋게 한다는 결

론을 내렸다.

1) 진료 1일당 수가를 책정하여 진료기간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이규식, 2008).

2) 맘키스트 분석은 패널자료에 DEA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생산성 개

념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고길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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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국내의 신포괄수가제도는 1~3차의 시범사업에서 국립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3개 기관에 시범 도입되었고, 4차 이후에 36개 공공의료기관이 추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포괄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점을 본격적으로 대상 기

관과 질병군이 확대되는 시점인 2012년 4차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자료의 

획득이 연도별로 가능한 관계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4차에 

추가되었던 36개 기관 중 29개 기관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며, 7개는 병원급 의료기

관이다.3)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기관의 효율성을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차이를 감안하지 못하기 때

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DEA가 변수의 극단값에 의해 효율성 

측정값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고길곤, 2017) 점을 고려하면, 환자수 등의 차이가 많이 나

는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제도에 참여한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28개 의료기

관4)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신포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대조군으로는 상급종합병원5)을 제외한 국내의 종합병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산재병원, 원자력병원, 암센터, 보훈병원, 국군병원은 연

구대상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어 제외하였다. 분석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신포괄제도 

도입 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의 데이터를 모두 획득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였고,6) 최종적으로 199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조군으로 선

정하였다.

3) 병원급과 종합병원급의 구분은 의료법 제3조의 2와 제3조의 3에 의해 병상수 기준 병원급은 30개 

이상, 종합병원급은 100개 이상 등의 조건으로 구분된다.

4) 1개 기관은 연구기간 중 폐업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해 지정된 병원으로 종합병원과는 인력･
시설･장비 면에서 차이가 있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6) 연구기간 동안 신설,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의료기관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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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가의 장비, 시설투자, 높은 인건비(안인환, 2005)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이며, 노동집약적인(박지영 외, 2008) 산업이다.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이 투입과 산출에 대해 표준화된 공정으로 이루어짐에 비해 의료서비스에서는 투입

과 산출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김영원, 2015), 다투입-다산출 구조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박병태 외, 2011). 또한 의료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는 의료

기관은 일반적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산업체와는 달리 정부로부터 각종 규

제가 많고 설립요건도 까다로운 등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법인병원의 경우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있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김기성 외, 

2010).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수적 분석

이나 특정한 함수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김영원, 2015). 또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

였을 때 단순히 비용 또는 이익만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박주언 외, 2013). 때문에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은 의료서비스의 투입 및 산출 구조를 

포함한 산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효율성 측정방법으로 DEA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O’Neil et. al., 2008; Kim & Kang, 2014). DEA는 다수의 투입과 다수의 산출 

요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생산함수에 대한 사전적 가정이 필요 없으며, 주어진 자료만으

로 생산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정동･오정현, 

2016). 또한 분석이 용이하고 간편하여 활용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DEA 분석에서는 

효율성 점수 산출을 위해 투입 및 산출요소의 선택이 필요하며, 이들의 선택에 따른 민

감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길곤, 2017).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DEA 분석을 위해 선택한 투입변수는 의사수, 간호사수, 병상수이다. 의

료기관의 생산 활동은 대부분 인력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

도 운영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서수경･권순만, 

2000; 양동현 외, 2011).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이 

인력수를 투입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의료기관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

동의 대리변수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수를 

선정하였다. 의사수는 전문의와 전공의 수의 합7)으로 계산하였고, 간호사수는 간호사 

7) 일부 연구에서는 전문의와 전공의를 구분하여 가중치를 두기도 하지만(서수경, 2000) 이에 대해 임의

의 가중치 적용이라는 반대 의견(한하늘, 2011)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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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간호조무사 수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자본의 대리변수로는 병상수를 선택하였다. 

병상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환자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입요소 

중의 하나로, 선행연구들에서도 자본의 대리변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한하늘, 2011). 

산출변수로는 연 외래환자수, 연 입원환자수, 연 평균재원일수, 연 진료수입을 선택하

였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생산주체로서 의료서

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환자수8)는 주요한 산출변수가 된다. 연 평균재원일수는 DRG

제도의 효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Busse et al, 2011) DEA

를 이용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산출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남상요, 2007; 박창제, 

1996; 안태식･박정식, 1997). 다만 재원일수가 짧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상요(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그 역수를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총 진료수입

은 입원 및 외래의 의료서비스 활동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김용태 외, 2010) 본 

연구에서도 산출변수로 채택하였다. 총 진료수입은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을 더한 값으로 

환자수, 재원일수와는 달리 상급병실 또는 특수병실 등 시설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산출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병태･이동현, 2011).

연구모형 중 2단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DID)에서 적용할 의료기

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중증도 0의 비율, 병상점유율, 초진환자 

비율,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 운영형태를 선택하였다. 중증도 0의 비율은 입원 및 외래 

서비스 건수 중 중증도가 0인 비율을 말하며, 높은 중증도를 가진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

스의 경우 같은 질병이라도 투입하는 자원의 양이 많아 상대적인 효율성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문상준, 2009). 초진환자 비율은 환자 중 초진인 환자의 비율로, 초진환자

는 재진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 시간이 길 가능성이 있으며(황지인, 2006) 예진 및 

사전 검사 등을 이유로 투입되는 자원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진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병상점유율은 일정기간 내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병상에 대한 비율로, 일반적으로 병상점유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효율성이 높다

(남상요, 2000).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은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경제 규모 등에 따라 

효율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형태도 효율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

경변수로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즉 한국의료의 특수성으로 같은 병상수의 의

8) 신포괄제도는 입원건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진료비지불제도로 외래환자수를 산출변수로 선택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입변수로 사용한 

의사수와 간호사수를 입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로 분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반

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입원과 외래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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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수 인력 등이 많이 근무하는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 및 중증도에 따른 환자믹스(case mix) 등이 병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의료기관 효율성 측정 변수

구분 변수 정의

투입변수

의사수 전문의수+일반의수+전공의(레지던트)수

간호사수 간호사수+간호조무사수

병상수 병상수

산출변수

입원환자수 연 입원 환자수

평균재원일수의 역수 1/(연 총 재원일수/연 실 입원환자수)

진료수입 연 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액

통제변수

중증도 0의 비율
(중증도가 0인 입원 및 외래건수×100)

/전체 입원 및 외래건수

병상점유율 (입원일수×100)/(병상수×365)

초진환자비율
(초진인 입원 및 외래건수×100)

/전체 입원 및 외래건수

소재 지역 서울, 광역시, 기타

운영 행태 국공립, 학교법인, 기타법인, 개인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신포괄제도의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제도 도입 

전 후 의료기관의 효율성 점수를 DEA 분석으로 산출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정책의 순효

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이중차이분석을 적용한다. 1단계로 

DEA를 이용하여 신포괄제도가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전후의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측정한 효율성 점수를 바탕으로 신포

괄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이분석 모형으

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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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1단계 DEA 분석
의료기관의 효율성점수 산출

2단계 DID 분석
신포괄제도 도입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중차이분석은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일종의 준실험 모형으로(석재은, 2010) 최근 

보건의료 정책의 효과분석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손창우, 2015; 최정규 외, 

2012). 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를 단순히 전후 비교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어

려울 수 있다(이상은, 2004). 이중차이분석 모형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도입 

전과 후의 정책 수혜집단인 실험집단과 정책 비수혜 집단인 비교집단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즉 제도 도입 전후로 실험집

단의 효율성 변화가 측정된다고 하여도 제도 도입 자체로 인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일기간 동안 비교집단의 효율성 변화를 비교 차감함으로써 정책 도입의 

순효과를 측정한다. 정책의 순효과는 정책 수혜집단 성과(outcome)의 전후 차이에서 비

수혜 집단 성과(outcome)의 전후 차이를 뺀 값으로(차이의 차이) 추정할 수 있다(최정

규･정형선, 2012). 

4. 분석모형

본 연구의 1단계에서는 신포괄기관과 일반기관의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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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DEA를 이용한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변수의 선정과 함께 분석모형의 선

택이 관건이 된다. DEA 모형9)은 효율성 측정 대상이 되는 DMU(Decision Making Uni

t)10)의 생산 활동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관점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DEA 분석 모형 중 CCR 모형은 생산가능경계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율

성 측정이 BCC 모형 보다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확불변을 정의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조직은 투입한 자원

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생산(Marginal production)이 일정한 경우보다 일정하지 않은 경

우가 더 많다(고길곤, 2017). 의료기관의 생산 활동 또한 일정한 한계생산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사실상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확불

변보다는 수확가변의 가정을 적용한 BCC 모형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신포괄제도는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DEA 모형으로 고려해 본다면 산출지향 모형 보다는 일정 산출 수준 하에서 가장 

투입량이 적은 DMU를 효율적으로 보는 투입지향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포괄제도의 도입 취지 및 의료기관의 산업적 특

성을 반영하여 투입지향 BCC 모형12)을 사용하였다. DEA 분석 모형13)은 다음과 같다.

9) DEA 모형은 동일한 산출수준을 가질 때 가장 투입량이 작은 DMU를 효율적으로 볼 것인지, 동일 

투입 수준에서 가장 큰 산출을 가지는 DMU를 효율적으로 볼 것 인지에 따라 투입지향과 산출지향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규모수확이 불변

인가 규모수확이 가변인가에 따라 CCR과 BCC 모형을 사용한다.

10) DEA에서 효율성의 평가대상이 되는 조직을 의사결정단위 DMU라고 한다(이정동･오정현, 2016). 

11)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은 산출지향 모형이 보다 적합해 보인다.

12) 구체적인 BCC 모형은 박창제(1996) 참고.

13) BCC 모형의 함수식과 모형에 대한 설명은 고길곤(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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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 단  

 
  



  ,  ≥단      

※지수
  번째      번째 투입요소     

  번째 산출요소       

  효율성을 계산하려는 특정 번째
  의 총 개수    투입요소의 총 개수    산출요소의 총 개수
※데이터
  번째의 번째 투입요소    번째의 번째 산출요소 : 

※변수
  번째의 가중치

2단계에서는 이중차이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모형은 관심변수 외에 

다른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순이중차이 모형에서 다른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 

※ : 효율성 점수  : 회귀계수 : 집단 더미변수(0: 대조군, 1: 실험군)

 : 정책도입 전후에 대한 더미변수(0: 도입 전, 1: 도입후)

 : 통제변수(중증도 0의 비율, 병상점유율, 초진환자비율) : 오차항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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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대상인 신포괄기관(신포괄제도 수혜집단)과 일반기관(신포괄제도 비수혜집

단)의 기술 통계적 특성을 투입변수, 산출변수, 통제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투입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개
의사수(명) 간호사수(명) 병상수(개)

전 후 전 후 전 후

신포괄
기관

28
26.3

(22.3)
29.6

(27.5)
105.9
(54.3)

125.3
(80.0)

232.4
(115.3)

257.2
(125.6)

일반
기관

199
56.0

(58.1)
61.8

(65.3)
166.1

(115.5)
204.5

(152.4)
341.1

(169.3)
347.8

(172.2)

합계 227
52.4

(55.8)
57.9

(62.8)
158.7

(111.5)
194.7

(147.7)
327.7

(167.4)
336.6

(169.7)

 * 수치는 평균이며, ( )는 표준편차임. 

<표 3> 산출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개

입원환자수
(백명)

외래환자수
(만명)

평균재원일수(일) 진료수입(억원)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신포괄
기관

28
67.2

(31.3)
77.8

(43.6)
9.5

(4.8)
14.3
(7.1)

12.5
(4.5)

11.4
(2.8)

147
(85)

203
(153)

일반
기관

199
129.7
(90.1)

142.2
(105.8)

16.4
(14.0)

23.5
(18.3)

9.8
(2.7)

9.2
(2.6)

302
(271)

377
(353)

합계 227
121.7
(87.4)

134.1
(102.3)

15.4
(13.9)

22.7
(17.8)

10.1
(3.1)

9.4
(2.7)

283
(260)

356
(340)

 * 수치는 평균이며, ( )는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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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개
중증도0의 비율(%) 병상점유율(%) 초진환자비율(%)

전 후 전 후 전 후

신포괄
기관

28
77.9
(5.2)

78.6
(4.9)

98.9
(28.8)

90.0
(17.7)

37.1
(8.4)

29.6
(6.3)

일반
기관

199
79.9
(6.4)

79.0
(6.4)

90.8
(19.8)

90.2
(17.8)

39.8
(10.0)

29.0
(6.5)

합계 227
79.6
(6.3)

79.0
(6.2)

91.8
(21.3)

90.2
(17.8)

39.4
(9.8)

29.0
(6.4)

 * 수치는 평균이며, ( )는 표준편차임.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은 다투입-다산출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관련성과 선정의 적합성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표 5>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01) 상관관계가 존재하였

다. 특히 진료수입은 의사 수, 간호사수, 병상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연평균 재원일수는 투입 및 산출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표 5>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의사수 간호사수 병상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평균 재원일수 진료수입

의사수 1

간호사수 0.86 1

병상수 0.79 0.80 1

입원환자수 0.86 0.87 0.86 1

외래환자수 0.91 0.86 0.78 0.89 1

재원일수 -0.34 -0.36 -0.13 -0.42 -0.42 1

진료수입 0.93 0.90 0.86 0.94 0.94 -0.34 1

 *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하게(p<.0001) 나타남.

2. 의료기관의 효율성 분석 

DEA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신포괄제도 도입 전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신포괄

기관의 효율성 점수 평균은 0.71점이었으며, 2개년 동안 효율성 점수의 평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효율성 점수의 

평균이 상승하였으며, 평균점수는 0.69점 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효율성 점수를 사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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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누었을 때, 75% 구간 이상에 위치한 DMU14)는 신포괄기관의 경우 전체 168개 중

에 12개인 약 7.1%, 일반기관의 경우 전체 1,194개 중 80개인 6.7%를 차지하였다. 

신포괄제도 도입 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포괄기관의 효율성 점수 평균은 

0.75점이었다. 이는 도입 전에 비해 평균 0.04점 상승한 수치이다. 일반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효율성점수가 0.06점 상승하였다. 전체 의료기관의 효율성 점수를 사분

위수로 나누었을 때, 75% 구간 이상에 위치한 DMU는 신포괄기관의 경우 전체 168개 

중에 38개인 약 23%, 일반기관의 경우 전체 1,194개 중 212개인 17.8%를 차지하였다. 

<표 6> 신포괄제도 도입 전후의 효율성 평균 점수

구분 DMU수

효율성 평균 점수(효율적인 DMU 개수)

신포괄제도 도입전 신포괄제도 도입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포괄
기관

168
0.70
(5)

0.73
(7)

0.75
(10)

0.76
(9)

0.76
(10)

0.75
(9)

평균 0.71 0.75

일반
기관

1,194
0.67
(33)

0.71
(47)

0.73
(52)

0.75
(55)

0.76
(53)

0.75
(52)

평균 0.69 0.75

합계
(개수)

1,362
0.68
(38)

0.71
(54)

0.73
(62)

0.75
(64)

0.76
(63)

0.75
(61)

 *  ( )는 전체 효율성 점수의 4분위수 75%(0.82점) 이상인 DMU의 개수임.

3. 신포괄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포괄제도

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정책수혜 집단인 신포괄기관의 효율성 점수의 평균은 신포괄제도 도입 전 

0.71점에서 도입 후 0.75점으로 0.04점 상승하였고 정책 비수혜집단인 일반기관은 0.69

점에서 0.75점으로 0.06점 상승함을 보여 신포괄기관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컸다. 

14)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메타프론티어(Meta frontier)를 구성하였는데, 메타프

론티어를 이용한 분석 방식은 시점 간 기술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모든 시점의 전체 자료

를 사용하여 같은 DMU라고 해도 다른 시점에 있는 DMU는 다른 DMU로 취급한다(고길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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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단순 이중차이분석

구분 DMU수
도입 전

(2010~2011)
도입 후

(2013~2016)
시점간 차이

효율성
점수

신포괄기관
(정책수혜집단)

168 0.71 0.75 0.04

일반기관
(정책비수혜집단)

1,194 0.69 0.75 0.06

집단간 차이 0.02 0 -0.02

신포괄제도 도입이 실험집단인 신포괄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중차이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병상점유율과 

초진환자 비율은 각각 유의미한 수준에서 효율성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하게 양의 

방향을 보였으나, 중증도 0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으로 서울 및 광역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기타 지역에 비해 유의미(p<0.0001)

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운영 유형별로는 학교법인과 기타법인의 효율성이 개인 의료기

관에 비해 유의미(p<0.1)하게 낮게 나타났다.

신포괄제도 도입 전후를 나타내는 정책도입전후 변수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p<0.0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추정치은 0.0706으로 신포괄제도 도입후 시점

의 의료기관 효율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값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인 신포괄기관의 신포괄제도 도입 효과를 대

변하는 값은 아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효율성 차이를 나타내는 정책수혜여부 변

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중차이분석모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포괄제도의 순수한 효과

를 추정할 수 있는 정책수혜여부와 정책도입의 상호 작용항인 ‘신포괄기관×신포괄제도 

도입후’의 회귀계수 추정치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

며, 이는 신포괄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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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중차이 회귀모형 분석결과

효율성 점수
계수 추정치 S.E p-value

환경적 요인

지역
서울 -0.0559 0.0113 <0.0001

광역시 -0.0466 0.0088 <0.0001
기타 reference group

운영
유형

국･공립 -0.0176 0.0334 0.6030
학교법인 -0.0236 0.0139 0.0903
기타법인 -0.0149 0.0090 0.0993

개인 reference group

통제 변수
중증도 0의 비율 0.0010 0.0006 0.1303
초진환자 비율 0.0014 0.0006 0.0131
병상점유율 0.0020 0.0002 <0.0001

정책수혜
여부

신포괄기관 0.0381 0.0381 0.9455
일반기관 reference group

정책도입
전후

신포괄제도 도입후 0.0706 0.0101 <0.0001
신포괄제도 도입전 reference group

신포괄기관 × 신포괄제도 도입후 -0.0022 0.0234 0.9261

 * R=.1306, F=18.44, p-value <0.0001.

Ⅴ. 토론 및 결론

건강보험의 진료비지불제도로 선불상환제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한된 보상 내에

서 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신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박은철 외, 2013).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의료공급자의 효율성 향상을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시장실패를 방지함과 동시에 궁극

적으로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신포괄수가제도는 기존에 도입하였던 포괄수가제인 DRG제도의 장점과 행위별수가제

의 장점을 혼합한 일종의 선불상환제인 진료비지불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방지하

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달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의료기관의 평균

적인 효율성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있는 신포괄기관의 효율성이 신포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설

립 취지상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일반 건

강보험 환자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가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장철영 외, 2007). 보통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에 비해 높

은 중증도를 가지고 있으며, 고액 진료비를 유발하고, 건당 진료비가 높은 특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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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신영석, 2006).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출변수인 환자수 측면에서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수는 일반의료기관 외래환자수의 

54.2%, 입원환자수의 44% 수준으로 매우 낮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수는 일반의료기관 외래환자수의 약 124%, 입원환자수의 약 135% 수준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일반 건강보험 환자

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이용률이 월등이 높으며, 이는 공공의료기

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

에서 생각하였을 때 공공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회

적 통념이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김순은･최선미, 2014).

신포괄제도 도입 전･후로 신포괄기관과 일반기관 모두의 효율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

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러한 효율성 증대가 신포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인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 이는 신포괄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본 연구의 본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는 이전의 각국 선행연구에서 DRG제도의 효과를 밝히지 못했던 노르웨이 의

료기관의 효율성 연구(Biørn, 2003), 독일 의료기관의 효율성 연구(Herwartz &  

Strumann, 2014), 오스트리아 의료기관의 효율성 연구(Sommersguter-Reichmann, 

2000), 미국 의료기관의 효율성 연구(Borden, 1988; Chern & Wan, 2000)와는 부합하는 

결과이다.

신포괄제도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중에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수익성에 덜 민감하고, 진료의 효율성 보다는 설립 목적에 따른 

공공성에 의한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손창우, 2015). 이러한 점으로 인해 

신포괄제도에서 목적으로 둔 공급자 인센티브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인 신포괄기관이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신포괄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포괄제도가 시범 운영 중인 실험집단인 공공

의료기관은 비교집단인 일반 민간의료기관과는 설립 목적 및 운영에서 많은 차이가 존

재한다. 이러한 기관 특성의 차이가 선발요인(selection bias)에 의한 연구의 내적 타당성

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관 특성의 차이로 신포괄

제도의 효율성 영향력은 공공의료기관과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차별적으로 작용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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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포괄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의

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신포괄제도 도입기관, 비도입기관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

성한 후 신포괄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포괄제도가 공공의료기

관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정

부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중인 신포괄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메디게이트뉴스, 2017). 향후 민간의료기관에도 신포괄제도가 확대 

적용이 되면 본 연구와 유사한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준실험 설계인 이

중차이분석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험군과 비교군이 관심 정책을 제외한 환경적 요

소가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한정한 기간 동안 이러한 

환경변수가 현실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

험의 급여를 확대하는 보장성 확대 정책과 보건의료의 효율성 향상 정책이 병행되고 있

어 이들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신포괄제도 도입 후 기간 

동안(2014년~2016년)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및 4대 중증질환(암, 심

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목적으로 한 전문병원 지정 정책 등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사건 발생 

및 환경변화들이 있었다. 이러한 외부 환경적 변화 통제의 어려움과 연구대상을 비교하

기 위한 비교군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포괄제도의 효과 평가 연구의 대부분은 신포

괄제도 도입 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김연용, 

2015; 박은철 외, 2014; 손창우, 2015). 하지만 정책의 본격적 효과가 나타나는 일정기간

의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의 연구도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적용된 시스템이나 집단의 변화를 측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포괄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효율성 변화 

측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다른 산업체와 달리 의료기관은 비영리 기관으

로서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복

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포괄제도의 중요한 정

책 목표인 의료기관 경영합리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효

율성 변화에 대한 측정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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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on 
Efficiency of Public Hospitals

Gun-Do Kim & J. Hun Park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reform their medical insurance 

payment systems to solve the problem of surging medical expenses. Reform of the payment 

system is mainl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in order to 

control surging medical expenses. In general,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is recognized 

as a very effective measur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whether this rationale applies to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 

Based payment system in Korea. 

Korea is currently piloting a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to 

public medical institutions. Whether introduction of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 

Based payment system had an effect on the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 prior to introduction (2010~2011) and after introduction (2013~2016) was assessed by 

selecting 28 public general hospitals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199 private hospitals 

that had not adopted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yet as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us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DID) and showed that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score of medical 

institutions is observ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However, no statistical evidence was able to be provided as to 

whether such efficiency improvement is attributable to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 

Based payment system.

【Keywords: New DRG Payment,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D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