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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병원도 악화되는 경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병원 정

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을 위한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웃소싱 성공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행

연구와 문헌들을 참고로 선행요인, 관계지속요인, 성공요인으로 나누어 변

수를 설정한 후 각 변수들을 정의하고 통계적인 분석절차를 거쳐 가설의 

기각과 채택여부로 가설을 검증하 고, 전국종합병원 277개를 표본으로 선

정하여 100개(36.1%)의 병원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 다. 이 자료를 기초

로 병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일반 현황과 아웃소싱 성공요인에 대한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정보시스템부서 설립은 

‘9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웃소싱업체의 이용기간은 3년-5년

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계약기간은 1년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의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하는 병원이 많았다.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응

용 프로그램 개발/보수 정보시스템 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개발 비중에서 자체개발은 1-25%에서, 아웃소싱개발은 76%이상에

서 제일 높았고, 공동개발 비중은 44%의 분포를 보여 정보시스템 구축이 

아웃소싱업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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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관계에서 의사

소통, 문화적응, 기회주의적 행동, 결합은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신뢰가 몰입에 향을 주어 아웃소싱 성공에 

신뢰관계 요인이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수 있었다. 신뢰관계에

서의 유연성, 몰입관계에서의 문화적응, 결합, 기회주의는 가설검증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와의 관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의 일

반성 부족, 아웃소싱 성공 측정치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통제 불능 

등의 제한점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일회성 거래 

관계가 아닌 상호신뢰와 관계몰입에 의한 전략적 제휴관계로 인식하여야 

하고, 병원과 아웃소싱업체는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위하여 아웃소싱 계약 

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쉽 창출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상호몰입

과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공동목표에 대

한 높은 상호신뢰와 관계몰입을 통해 아웃소싱업체의 병원 정보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 부재를 극복하는데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병원만이 아닌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상호간에 

관계인식의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아웃소싱, 병원정보시스템, 몰입,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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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아웃소싱은 미국의 경 학자 Prahard와 Hamel이 주창한 경쟁이론을 발

전시킨 기업경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부문을 선두로 시작하

여 판매부문, 나아가 정보 시스템부문 등 경 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즉 아웃소싱은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인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가장 유력한 

분야나 핵심 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김 수 외, 

1999). 

따라서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생존해 나

아가기 위해서는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 전략을 구현 

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전략적인 활용이 필수적인 것

이 되었다. 즉 급변하는 기업환경속에서 정보시스템은 없어서는 안 될 필

수적인 도구이며,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갈수록 규모가 커짐

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하는 하드웨어의 투자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많은 기업들

은 기술의 변화에 대한 자체적 수용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투자비용이나 인력의 증가를 통해서 경쟁우위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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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계속적인 내부의 투자비용과 인력 투입의 증가는 투자 효율성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보시

스템을 직접 구축하기보다는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내부적인 기술수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김광식, 1996)

기업들이 보안상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람의 몸으로 치면 신경조직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 을 아웃소싱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크

게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요인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기업의 정

보시스템부서가 예측하고 대비하기에는 정보기술의 발전 및 변화속도가 너

무 빨라졌고 둘째 정보기술이 기업의 모든 부문과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업체에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함으로서 자사의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재남, 1997)

국내 병원도 1990년대 초반 신설 대학병원과 재벌기업의 병원이 적극적

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한 이래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처음에는 청

소, 세탁, 경비, 주차관리, 급식, 시설유지관리 등의 단순노무업무에서 점차 

병리업무, 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업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태훈, 2003)

갈수록 악화되는 병원 경 여건과 법적, 제도적 규제 속에서 병원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핵심 업무인 의료서비스에 역량을 집중

시킴으로서 급변하는 의료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고 그 노력의 일환

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것이 현 병원계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아웃소싱에 대한 발표논문은 일반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물류시스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병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는 없었

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도했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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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기업보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만 노출시킨 채 실패로 끝난 경우

가 더 많은 실정이다. 특히 빈번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은 바로 사용자와 

아웃소싱업체간의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 평가방식, 가격 등에 대한 견해의 

차이 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기의 아웃소싱 관련 연구들은 

보다 상세하고, 공식적이며 융통성 있는 계약의 체결을 권장했지만 계약에 

의존한 아웃소싱 관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추후 연구들에서 밝혀지

고 있음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최진

석, 2000).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재 병원내의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의 도입실

태와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에 향을 미치는 아웃소

싱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요인과 이에 선행하는 관계교환 요인을 파악

하고, 협력관계요인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병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대하여 

국내의 종합병원(277개)을 중심으로 그 도입 실태를 조사하고, 아웃소싱 성

공에 향을 미치는 협력관계요인과 관계교환요인을 파악, 분석하여 아웃

소싱 도입 성공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내 종합병원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실태를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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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웃소싱 성공에 향을 미치는 협력관계요인과 이에 선행하는 관  

        계교환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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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아웃소싱의 개요                                       

 

  가. 아웃소싱의 정의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은 정보기술에서 나타난 신 개념이 아니고 원래 생

산부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특정부품이나 제품을 자사에서 생산할 것인

가 아니면 외부에서 하청 또는 위탁생산을 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생

산관리의 전통적인 문제 역이었다. 이러한 아웃소싱 개념이 차츰 타분야

로 확대되어 판매부분 나아가 정보시스템부문에도 행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안중호, 1994). 

  특히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아웃소싱은 최근에 새로운 경향을 띠며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정의는 현재 그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

하여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일적인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

보시스템 기능을 외부기관(Vender)에게 위탁하는 행위”라고 파악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아웃소싱을 정보시스템 부문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널리 원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굳이 ‘외주’, 

‘외주위탁’ 과 같은 말로 번역하지 않기로 한다.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광의적인 의미로서 정보시스템 기능이나 자원의 외부화 또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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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을 의미하고, 외부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파

악할 수 있다(박지상, 1992). 즉, 작게는 정보서비스 외부업체에 소프트웨어

의 개발을 위탁하는 형태에서부터 크게는 정보시스템 부문의 기능, 자산, 

자원 모두를 외주업체에게 의존하는 형태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미성숙 단계에서 변화해 가고 있는 정보시스템 분야에 폭넓

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3).

  둘째, 협의적인 의미로서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시스템통합, 시스템운

, 시스템관리, 전략적 아웃소싱이 정확한 정의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보시

스템 아웃소싱의 실체가 다양한 차원들을 가지고 있어, 정의의 초점을 어

디에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정의를 발전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초

기에는 기업의 전산부문에서 단순한 시스템 개발 또는 설비관리에서만 사

용되던 정의가 근래에는 정보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운  및 유지․보수

에 이르기까지 일괄 위탁하는 시스템통합(SI)형태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박지상, 1992).

  그러나 보통 아웃소싱이라는 용어는 시스템 통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거

나 또는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시스템통합은 “프로젝트 위주의 

업무를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 즉 일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계

약 만료시 책임이 다시 고객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웃

소싱은 “기업의 기능이나 프로세스를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전

문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책임이 계속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업무기능이 아웃소싱될 때에는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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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조직적인 요소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INPUT, 1993b).

  '90년대에는 정보시스템에 속해 있는 업무기능과 비정보시스템에 속해 

있는 업무기능간의 경계가 희미해짐에 따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과 업무기

능 아웃소싱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거의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 

학   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정의

Chaudhury et 

al(1992)

외부 공급업자와 다양한 정보시스템 기능(데이터센타의 관리, 

운 ,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네트워크, 어플리케이

션 개발)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

Teng, et al

(1994)

정보시스템 기능의 아웃소싱은 정보시스템의 일부 혹은 전부

를 외부서비스 제공업체에 맡기는 것

Loh et al

(1992)

조직의 정보기술 기반구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관련된 인적, 

물리적 자원을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공급 받는것

Richard

(1992)

조직의 정보시스템/데이타처리 H/W, S/W, 커뮤니케이션 네트

워크, 시스템 인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기관에 이전하는 것

Gupta et al 

(1992)

조직이나 기관이 내부의 정보시스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외부의 전문서비스 기관을 채용하는 개념

Due

(1992)

조직의 기존 데이터 프로세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케

이션 네트워크와 시스템 전문 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에 전이시키는 것

John Gantz

(1990)

조직 내의 자산(컴퓨터, 사람, 네트워크)을 조직으로부터 서비

스 공급자에게로 전이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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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개념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표 1)를 종합하여 아웃소싱을 “정보시

스템의 구축이나 운용을 외부의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전문서비스의 일

종으로서, 고객의 욕구에 따라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거나 

고객에 맞는 시스템의 설계, 시공, 운 은 물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

팅, 교육 등을 수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사업”으로 정의하기로 한

다.

  나. 아웃소싱의 발전과정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은 초기에는 기업 내부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소규모 회사에 의해서 행해

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서비스 환경은 더 많이 복잡해져 성숙된 정

보시스템 부서를 가진 대규모 회사들도 높은 부가가치 활동에 초점을 맞추

기 위한 노력에서 아웃소싱을 이용한다(Grover et al, 1993). 또한 일부기업

들은 그들의 기존 정보시스템 기술요원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이나 

GUI(Graphical User Interface)와 같은 오늘날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Goldsmith, 1994). 즉, 기업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정보처리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엄청난 기술력과 경험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해 보고자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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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업들의 아웃소싱 이용배경을 산업의 환경적 변화의 측면과 기업

의 내부적 정보시스템 관리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Lee, 1995).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관점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 다. ’80년대의 후반 

전략정보시스템의 교훈과 ‘90년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의 출

현은 정보기술을 단일 기업의 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산업 전체의 가치

사슬의 무기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 요인은 기술적 압박요인(Technology push)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기업의 정보기술 활용을 통하

여 이전에는 불가능하 던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push가 되는 이유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방관만 할 경우 다

른 기업에게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단일 기업의 독자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보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업의 경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향요인은 경쟁견인(Competitive pull)이

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 급격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차별적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혁신적 우위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과 하드웨어의 확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업

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정보관리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술적 한계와 정보시스템 투자비용 및 인력 증가라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 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능을 확장하여 내부화

하느냐 또는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정보시스템 기능을 위탁하느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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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서 외부화한다면 그 범위

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등의 의사결정 문제는 정보시스템 관리 및 기업

경 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오늘날 기업 정보관리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아웃소싱 결정은 기업

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압력, BPR, 다운사이징 및 효율적인 기업 성과를 

위해 점차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전혀 새로운 경향이 아니며, 그 기원은 1950년대 

전통적인 시분할 서비스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정보시스템 서비스 전 부문

에 걸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그 변화의 과정을 몇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웃소싱을 실시하려는 기업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초기의 아웃

소싱은 자체 기업의 자체 능력으로는 정보서비스를 확보할 수 없는 중․소

규모 기업이 중심이 되어 실행되었는데, 현재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성숙

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서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이는 

정보시스템 기능을 아웃소싱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

릴 수 있고 또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 고유의 핵심 업무에 모든 자

원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기업 전략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Grover et al, 

1994).

  둘째, 아웃소싱 대상업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70년대의 아웃소싱은 애

플리케이션 패키지, 프로그래밍 계약, 구체적인 처리 서비스분야를 주로 했

지만 최근에는 SI, 애플리케이션 관리, 시스템 운 부문을 주로 아웃소싱하

고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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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유형의 발전

 제공되는 서비스와 

상품의 유형
1970년대 1990년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애플리케이션 관리

전문서비스   컨설팅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SI)

처리서비스   구체적인 처리업무     시스템운 (SO)

    셋째, 정보시스템을 아웃소싱 하는 기업과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가 

변화하 다. 기존의 이들 관계는 단순한 고객과 판매자와의 관계로서 아웃

소싱업체는 정보시스템 운  및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

했었다. 오늘날 정보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아웃소싱업

체들은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관계가 점차 단

순한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로 변하고 있

다(Grover et al, 1993). 즉, 아웃소싱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 위탁사의 아웃소싱 시행 후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위탁

사와 아웃소싱업체가 위험과 이익을 함께하는 Co-sourcing의 형태로 발전

하게 되었다(구근우, 1997).

  넷째, 1990년대 이전과 이후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전략적 아웃소싱

의 등장으로 구분되어진다. 기존에는 정보시스템 기능 중에서 어느 한 부

분을 위탁했던 것을 현재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에서 관리 ․운 에 이르

는 대부분을 (혹은 전부를) 아웃소싱업체에 위탁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보

시스템과 접하게 연결되는 업무의 일부까지 관리, 위탁하는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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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단계로 접어들었다(전자신문, 1996. 11. 27).

  다. 아웃소싱의 장점과 단점

     1) 아웃소싱의 장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증가를 촉진시키는 아웃소싱의 일반적인 장점을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Arnett et al, 

1994).

     첫째, 기업은 전략적으로 핵심 업무 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복

잡해져가는 정보시스템 하부구조는 기업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데, 이를 전문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우수한 정보시스템 스태프와 전문가를 

제공받아 기업은 전략수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를 획득하게 된다.

     둘째,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업체들

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또한 비용의 예측이 가능하다. 

기업차원의 총체적인 경비성격의 비용이 정보 서비스 전문 업체에게는 직

접적인 변동비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변동비로서 초과된 비용

은 아웃소싱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 

     셋째, 기술적으로 현재의 유용한 최신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다. 또한 정보기술 진부화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보기술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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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 특성 때문에 기술의 진부화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위험

을 아웃소싱업체에게 전가하여 진부화의 위험을 회피한다.  

     2) 아웃소싱의 단점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은 위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꺼리게 만드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단

점으로는 관리적 요소, 비용관련 요소, 이해충돌 요소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Arnett et al, 1994).

     첫째, 관리차원에서 통제를 상실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담당자의 시

각에서 아웃소싱은 직접적인 부하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다는 사실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프로젝트의 스케줄에 대한 통제가 

감소한다.

     둘째, 아웃소싱업체와의 의사소통과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조정 비용의 증가와 잠재비용의 발생문제이다. 협상과 아웃

소싱 감독비용은 발생 범위가 넓고 간접적이면서 또한 필수적이다. 재계약

이나,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의한 면허(licence)의 이전, 고용된 직원의 이직 

발생에 따른 잠재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아웃소싱업체의 이익동기가 서비스 수혜자(위탁

사)의 최대 관심이 아닌 경우가 있다. 어떤 아웃소싱업체들은 그들 이익의 

최대화만을 목표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탁사의 이해와 상충된다. 또한 

시스템과 데이터의 비 보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웃소싱업체가 유사

한 시스템을 경쟁기업에 제공하거나, 데이터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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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전략적

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들 장․단점은 아

웃소싱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즉, 각 

기업의 독특한 요구나 상황에 따라 아웃소싱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웃소싱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Grover et al, 1993). 

기능적 아웃소싱은 기업마다 기업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 기능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아웃소싱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2. 국내.외 아웃소싱 현황

  가. 국외 아웃소싱 현황

  미국의 기업은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 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은 M&A(인수 및 

합병)를 하고, 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은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정보시스템 부문의 아웃소싱을 이용하 다.

  이에 반해 일본의 기업은 컴퓨터 관련설비 및 시스템요원을 스스로 확보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웃소싱을 

이용하 으나, 기 누설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상당히 제

한된 범위에서 추진하 다(안중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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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정보시스템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다면, 일본은 전략정보 

시스템이 기업 경 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형성된 민간 주도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민간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

적 변화가 원만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일본은 기업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경 기반 확보, 프로젝트 관리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등)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정리

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미국과 일본의 아웃소싱 비교 (성기중, 1992)

 

구분 미     국 일     본

발전

배경

 - 다수의 정보처리회사 설립

   으로 산업기반이 형성

 - 정보화 투자의 확대

 - 정보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대두

 - 전략정보시스템을 새로운 

   경 자원으로 활용

육성

방법

 -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

   젝트 위탁개발

 -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 민간기업 주도하에 발전

 - 제도화로 인한 시장 육성

관련

제도
 - 관련제도 없음

 - 시스템통합 등록 및 인정제도

 -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준비금     

   제도

 - 시스템 통합서비스 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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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 아웃소싱 현황

  국내 아웃소싱 시장은 대기업의 축적된 내부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

로 그룹의 통합 전산화를 실시하고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룹 내의 전산실 

및 시스템 관리를 그룹 내부에서 해결하고 있다. LG-CNS, 삼성SDS, 

POSDATA, 현대정보기술, 쌍용컴퓨터, 두산정보통신 등 국내 대규모 시스

템통합 업체는 그룹 내 소속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 아웃소싱 

공급업체로 성장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그룹 내 기업의 정보시스템뿐만 아

니라 외부기업의 정보시스템까지 아웃소싱의 사업 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아웃소싱 시장의 출발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형성되었

다기 보다는 주로 민간부문에 주도하에, 특히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었으며 

아웃소싱의 기간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업체에 대한 시장의 폐쇄성이 강하지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

공부문의 아웃소싱이 대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시장의 

형성 배경과 개념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를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김국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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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웃소싱의 국가별 비교

구분 관련된 환경 아웃소싱 개념

한국

 - 아웃소싱 기간의 단기(1년)

 - 민간그룹의 아웃소싱

    (그룹 내 통합전산화)

 - 전문 업체에 대한 시장 폐쇄성

    (그룹 자회사가 그룹 내 사업독식)

 - 공공부문 아웃소싱은 대형화 추세

 - 시스템통합 및 시스템 관리

 - 응용소프트웨어 단순 용역 

   개발 위주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개념 

   적용 미흡

미국

 - 조직의 슬림화 일환으로 추진

 - 아웃소싱 기간의 장기(10년 정도)

 - 전문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 네트워크 아웃소싱 개념이 발전중

 - 시스템통합 및 시스템 관리

일본

 - 조직의 슬림화 일환으로 추진

 - 컴퓨터 요원 및 기술력 부족현상 해소

 - 기 누설과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

 - 아웃소싱 인정제도 도입중

 - 시스템통합 및 시스템 관리

  

  다. 국내 아웃소싱 분석

  국내 아웃소싱 시장이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

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에의 위탁 추진, 일반 기업과 전산화에 대한 투자증대 등에 기인

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시장변화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하드웨어 업체인 IBM, 한

국 디지털, 한국 유니시스등이 사업 방향을 아웃소싱 시장으로 돌리면서 

막강한 기술력과 노하우(Know-How)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하

고 있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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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하드웨어 업체들이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 제공 사

업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견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

수, 1993).

  또한 아웃소싱 시장에 중대한 향을 가져올 또 다른 변화는 국내 대기

업들이 한결같이 그룹 내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단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장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 국내 아웃소

싱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고 전문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그나마 다소의 기

술력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

극적인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의 계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웃소싱 시장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위탁사와 아웃소싱업체 측면에서 간

단히 요약해 보면 표 5와 같다(김 태, 1992).

표 5. 국내 아웃소싱 시장의 문제점

구    분 아웃소싱 시장의 문제점

아웃소싱업체 

측면

 -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해결책 제공능력 부족

 -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제휴체제의 미흡

 - 위탁사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환경 분석 등 전문화

   의 한계

 - 전문교육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낮은 서비스질 제공

위탁사 측면

 - 자체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능력 부족

 - 아웃업체 능력 평가를 위한 정확한 기준과 능력부족

 - 분석, 참조할 기존사례 부족으로 아웃소싱업체의 능력에 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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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내 아웃소싱 현황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경제적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고 병원들도 양적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의료수요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정부의 규제

가 강화되었으며, IMF하의 경제위기와 의료관련정책의 변화에 따라 병원

의 경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아웃소싱 도입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의 초기 형태

인 외주용역이 적극 도입되었는데 주로 청소ㆍ세탁ㆍ시설유지보수ㆍ환자급

식ㆍ경비 업무 등의 단순노무 업무에 국한 되었다. 

그러나 점차  아웃소싱의 분야가 단순노무 업무에서 임상ㆍ특수 검사 및 

정보시스템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병원이 고유 업무인 의료서비스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과감히 아웃소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가 병

원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

존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 주차, 청소 등의 업무외에 병원이 자체적

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

객만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필요하다(조

우현, 1999).

대다수의 병원이 아웃소싱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추가, 신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 중인 아웃소싱의 분야는 청소, 세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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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환자식), 시설유지관리 등 단순노무적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도입예정 분야는 정보시스템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아 점차 아웃소싱이 단순

노무적 업무에서 전문적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노태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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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가. 연구대상병원

이 연구의 대상은 2004년 대한병원협회에서 발간된 전국병원명부를 기초

로 조사한 종합병원으로 하 다. 연구대상병원은 전국 종합병원 전체 277

개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표 6).

표 6. 전국종합병원 현황    

단위 : 빈도(%)

구 분 병원수

의료법인 85( 30.7)

학교법인 62( 22.4)

개인병원 50( 18.0)

    국/공립병원* 56( 20.2)

  재단법인** 24(  8.7)

계 277(100.0)

* 국/공립병원 : 특수법인, 지방공사, 국립병원, 시립병원.
** 재단법인 :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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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병원에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연구대상 병원의 담

당부서를 사전에 조사하여 전자우편, 팩스, 우편을 발송하여 자기기입식으

로 응답한 내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 다. 설문지 277개 중 100개가 회수되어(36.1%) 이를 연구자료로 

활용하 다(표 7).

표 7. 연구대상병원의 설립형태별 설문지 회수 현황

단위 : 빈도(%)

구  분 병원수 응 답 미응답 χ
2
-값

*

의료법인 85( 30.7) 36( 13.0) 49( 17.7)

14.949

(P<0.05)

학교법인 62( 22.3) 12(  4.3) 50( 18.0)

개인병원 50( 18.1) 18(  6.5) 32( 11.6)

국/공립병원 56( 20.2) 28( 10.1) 28( 10.1)

재단법인 24(  8.7)  6(  2.2) 18(  6.5)

계 277(100.0) 100( 36.1) 177(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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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신뢰와 몰입 변수의 조작

적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추출하 으며, 신뢰와 몰입의 정도가 높아지

게 되면 인지된 효과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주어 아웃소싱을 성공적

으로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표8과 같이 

구성하 다.  

  

  가. 관계지속 요인

  

     1) 신뢰

  신뢰는 다른 기업이 자사를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

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Anderson et al(1990)는 정의하 다. 이 연구에서는 아웃소싱업체가 병원를 

위하여 긍정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믿음과 의지로 정의하 으며, 

Anderson et al(1990), Morgan et al(1994), Mohr et al(1993)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2)몰입

  Mohr et al(1993)은 몰입에 대하여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의하 다. 이 연구에서는 몰입에 대하여 아웃소싱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장기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자하는 노력과 계약항목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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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정도로 정의하 으며, Morgan et al(1994), Zineldin at al(2000)의 측

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나. 관계지속 선행요인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기업간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식.비공식적으로 공유

하는 것을 의미한다(Anderson et al, 1990). 의사소통에 잘 이루어지지 않

을 때 거래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이 생기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상호간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정의하 고, Morgan et al(1993), Mohr et al 

(1993), Zineldin et al(2000)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2) 결합

  결합은 장기적인 지속관계를 가지려는 힘이다.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인간

적 친분에 의해 장기적 지속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한상린, 1998). 이 

연구에서는 결합을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연결 정도로 정의하

고, 한상린(1998)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3) 문화적응

  아웃소싱이란 상이한 기업문화를 가진 두 기업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이에 따른 불신과 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Knater(1994)는 제휴관계에 있는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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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을 기업문화가 다른 두 기업과 병원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유사한 문화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 으며, 이재

남(1999)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4) 기회주의 

  기회주의는 아웃소싱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

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Williamson, 

1985). 이 연구에서는 기회주의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

의하 으며, Morgan et al(1994), Gundlach et al(1995)의 측정항목을 수정

하여 이용하 다. 

     5) 유연성

  아웃소싱의 계약서에 불확실한 미래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문서화하기

는 불가능하다. 이는 정보기술은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연성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 을 때 재협상의 

여지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기대감의 정도로 정의하 으며, Harris et al 

(1998), Aulakn et al(1996)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다. 아웃소싱 성공요인

     1) 만족도

  만족도는 다른 기업과의 업무관계가 있는 기업이 성과측정 시에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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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이다(Anderson et al, 1990). 이 연구에서는 계

약의 이행과정의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를 만족도로 정의하고 업무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고개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반응정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

한 만족정도의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Mohr et al(1993), Saunders 

et al (1998)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2) 인지된 효과

  인지된 효과는 아웃소싱 관계에서 획득한 효과에 대하여 고개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Grover et al, 1996), 아웃소싱 계약에 대한 기대와 도입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된 효과를 아웃소싱

으로 인한 기대의 달성정도로 정의하고 핵심 업무집중, 비용 절감, 최신정

보 활용, 정보기술능력 향상 등으로 측정하 으며, Grover et al(1996)의 측

정항목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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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변수의 정의

요인 변수명 조작적 정의 항목

 관계

 지속

 요인

신뢰
 유익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과 의지

 - 상대의 정직,성실성의 믿음

 - 아웃소싱 성공에 대한 중요성

 - 상대기업에 유익한 의사결정

 - 상대기업의 문제를 기꺼이 도움

몰입
 협력관계 지속의지와

 계약이행정도

 - 관계 지속 노력

 - 예약의 충실한 수행

 - 지원 충실

 - 서로간 약속 이행 노력

관계

지속

선행

요인

의사소통  정보공유의 정도

 - 핵심정보 제공

 - 기술 및 환경 변화, 정보교환

 - 정보의 신뢰

결합
 경제적,비경제적 

 연결정도

 - 인간적 결속

 - 인간적 친

 - 관계지속 희망

 - 관계의 경제적 이익

문화

적응성
 유사한 문화 노력정도

 - 비슷한 기업문화 노력

 - 업무수행과정 이해

 - 의사결정방식 이해

기회주의  자기이익 추구

 - 자기 이익만 관심

 - 상대 성공 무관심

 - 사실 조작

 - 계약 위반

유연성
 상황변화에 대응기대 

 정도

 - 상황변화에 대응조치 기대

 - 계약금 조정

 - 계약기간 조정

 - 이익 및 비용의 공동분배(부담)

아웃

소싱

성공

인지된

효과

 아웃소싱 기대의

 달성정도

 - 핵심 업무 집중

 - 정보기술 능력 향상

 - 비용 절감

 - 전문가 활용의 용이

 - 최신정보기술 이용

 - 기술변화에 신속한 대처

 - 향상된 서비스 제공

만족도  업무관계의 만족

 - 업무지원 만족

 - 요구에 신속 반응

 - 전반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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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가. 의사소통에 관한 가설

  의사소통은 기업간에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간에 유용한 정보를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것

으로 유통기업과 제조기업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협조-

신뢰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 좋은 의사소통이 신뢰 증진을 가져온다고 

하 다(Anderson et al, 1990). 이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신

뢰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의사소통은 신뢰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나. 유연성에 관한 가설

  유연성은 불확실한 환경의 아웃소싱계약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재협상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Harris et al(1998)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서 계약의 유연성이 

아웃소싱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으며, 아웃소싱 계약 조건

에 얽매여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아웃소싱 실패를 방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연한 계약을 제시하 다. 이 같은 선행연구을 통하

여 유연성이 신뢰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유연성은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 29 -

것이다.

  다. 문화적응에 관한 가설

  문화적응이란 기업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 가는 과정이다. 적응은 신뢰

된 반응을 보이는 한 방법이며 관계의 개발과 고객 만족을 위한 기업의 몰

입을 증명하는 의지라고 하 다(Ford et al,199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1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문화적응은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문화적응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 기회주의에 관한 가설

기회주의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상호관계속에서 속인수가 개재되는 것으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회주의적 행동이 조직

관계에서의 몰입과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Morgan et 

al, 1990). 이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1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은 신뢰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은 몰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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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합관계에 관한 가설   

  결합이란 어떤 관계속으로 그 조직을 끌어들이고 고착시키며 계속해서 

관계교환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한상린, 1998). 결합은 기업관계의 개발

에서 몰입에 향을 미치며 쉽게 상대방을 교체할 수 없게 하는 장벽의 역

할을 한다. 이러한 결합은 조직몰입을 유도하는 주요인자이다(Zineldin  et 

al, 2000). 결합이 정도에 따라 장기적인 지속관계 속에서 신뢰와 몰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1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결합의 정도는 신뢰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결합의 정도는 몰입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바. 신뢰와 몰입의 관계에 관한 가설

  신뢰는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위험을 감소시키고 단기적으로 불평

등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교환관계에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관계몰입을 향상시킨다. 신뢰는 몰입의 주요결정인자이다. 

(Morgan et al, 1994). 따라서 신뢰는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신뢰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사. 아웃소싱 성공에 관한 가설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아웃소싱업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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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요구목표 달성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만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하여 인지된 효과의 달성과 

업무과정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

될 수 있다. Mohr et al(1994)은 협력관계의 성공에 신뢰와 몰입을 제시하

고, Morgan et al(1994)은 관계교환에서 상호신뢰와 몰입에 의해서 관계

가 지속되고 기업의 성과를 증대시킨다 하 고, Gundlach et al(1995)은 몰

입은 비용-수익와 같은 경제적 평가를 초월한 개념으로 신뢰형성을 통한 

장기협력관계에 있어 필수요소라 하 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7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신뢰와 인지된 효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8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몰입과 인지된 효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9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신뢰와 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0 :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몰입과 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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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가. 통계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 작업을 거친 후 SAS 8.1을 이용하

여 기술적 통계자료를 분석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병원의 일반적 특성과 아웃소싱 도입병원의 정보시스템 구축방법, 도

입, 개발, 관리 현황을 알아 보았고 설립형태별 응답현황은 χ2 -검정을 실

시하 다. AMOS 4.0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 다.  

 

나. 연구 및 분석의 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이 병원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한정한 이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사용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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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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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병원의 특성

  가.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100개 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형태별로

는 의료법인이 36개(36.0%)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병원이 28개(28.0%), 

개인병원 18개(18.0%), 학교법인 12개(12.0%), 재단법인 6개(6.0%)로 조사

되었으며 가동병상은 100병상-399병상사이가 37개(37.0%)로 가장 많았다. 

총 직원 수는 499명이하가 34개(34.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수익은 200억

원 미만와 1,000억원-1,500억원 미만의 병원이 동일하게 18개(18.0%)로 나

타났다(표 9). 

정보시스템부서 설립은 ‘90년대에 33개(33.0%)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부서의 총책임자로는 중간관리자인 과장,부장

이 43명(43.0%), 부서직원은 5-9명사이인 병원이 32개(32.0%)로 정보시스

템부서의 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업체 이용기간이 3

년-5년인 병원이 32개(38.1%)로 나타났고 계약기간은 1년이 43개(51.2%)로 

장기계약보다는 1년의 단기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0).

 정보시스템 구축방법 중 자체개발 비중은 1-25%사이가 37개(44.1%)로 가

장 높았고 아웃소싱개발 비중은 76%이상이 37개(44.1%)로 나타나 정보시

스템 구축이 아웃소싱업체에 의존함을 나타내고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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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대상병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

설립형태

(병원)

의료법인  36( 36.0)

학교법인  12( 12.0)

개인병원  18( 18.0)

국/공립병원  28( 28.0)

재단법인   6(  6.0)

가동병상 수

(병상)

100 - 399  37( 37.0)

400 - 699  32( 32.0)

700 - 999  24( 24.0)

1000 이상   7(  7.0)

총직원 수

(명)

499 이하  34( 34.0)

500 - 999  22( 22.0)

1,000 - 1,999  26( 26.0)

2000 이상   8(  8.0)

무응답  10( 10.0)

의료수익

(억원)

199 이하  18(18.0)

200 - 499  12(12.0)

500 - 999  12(12.0)

1,000 - 1,499  18(18.0)

1,500 이상   7( 7.0)

무응답  33( 33.0)

년 정보시스템 예산

(백만원)

499 이하  17( 17.0)

500 - 999   5(  5.0)

1,000 - 1,999   5(  5.0)

2,000 이상   9(  9.0)

무응답  64( 64.0)

계 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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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정보시스템부서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

설립시기

(년)

1989 이전  26( 26.0)

1990 - 1999  33( 33.0)

2000 이상  15( 15.0)

무응답  26( 26.0)

직원 수

(명)

4 이하  30( 30.0)

5 - 9  32( 32.0)

10 - 19  29( 29.0)

20 이상   9(  9.0)

총 책임자 직위

(병원)

직원   6(  6.0)

계장/대리  13( 13.0)

과장/부장  43( 43.0)

실장(운 위원급)  38( 38.0)

이용기간

(년)

  

 1 - 2 13( 15.5)

 3 - 5 32( 38.1)

 6 - 9 24( 28.6)

10 이상  3(  3.6)

무응답 12( 14.2)

계약기간

(년)

1 43( 51.2)

2  3(  3.6)

3  2(  2.4)

4  1(  1.2)

5 이상 20( 23.8)

무응답 15( 17.8)

정보시스템예산의

아웃소싱예산 비중 

(%)

 1 - 20 27( 32.1)

21 - 40 14( 16.7)

41 - 60 22( 26.2)

61 - 80  4(  4.8)

81이상  1(  1.2)

무응답 16( 19.0)

계 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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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보시스템 구축방법 

특   성 구   분 빈도(%)

자체 개발

(%)

 0 22( 26.2)

 1 - 25 37( 44.1)

26 - 50 19( 22.6)

51 - 75  0(  0.0)

76  이상  6(  7.1)

아웃소싱 개발

(%)

 0 10( 11.9)

 1 - 25 10( 11.9)

26 - 50 10( 11.9)

51 - 75 17( 20.0)

76  이상 37( 44.1)

공동 개발

(%)

 0 47( 56.0)

 1 - 25 22( 26.2)

26 - 50 9( 10.7)

51 - 75  0(  0.0)

76  이상  6(  7.1)

패키지 구입

(%)

 0 58( 69.0)

 1 - 25 21( 25.0)

26 - 50  2(  2.4)

51 - 75  3(  3.6)

76  이상  0(  0.0)

계 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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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위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단위정보시스템 도입현황을 보면 관리분야(원무, 구매, 인사 등)는 원가

관리를 제외한 분야에서 79.8%이상, 진료분야는 OCS(처방전달시스템), 

PACS(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를 79.8%이상 구축하 다. EMR(전자의무

기록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등의 통합분야는 새로이 개발되는 분야

로 20.0%미만의 도입 초기단계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 개발은 전분야에 

걸쳐서 50.0%이상이 아웃소싱업체에서 개발하 고 관리는 PACS를 제외한 

분야에서 40.0%이상이 자체관리를 시행하고 있다(표 12, 13). 

표 12. 단위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단위 : 빈도(%)

분          야 도입 미도입 계

OCS(처방전달시스템) 81(96.4)  3( 3.6) 84(100.0)

PACS(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 67(79.8) 17(20.2) 84(100.0)

LIS(진단검사의학정보시스템) 52(61.9) 32(31.8) 84(100.0)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14(16.7) 70(83.3) 84(100.0)

원무관리 83(98.8)  1( 1.2) 84(100.0)

구매관리 67(79.8) 17(20.2) 84(100.0)

인사관리 67(79.8) 17(20.2) 84(100.0)

회계관리 75(89.3)  9(10.7) 84(100.0)

원가관리 37(44.0) 47(56.0) 84(100.0)

MIS(경 정보시스템) 43(51.2) 41(48.8) 84(100.0)

D/W(그룹웨어) 18(21.4) 66(78.6) 84(100.0)

ERP(전사적자원관리)  7( 8.3) 77(91.7) 84(100.0)

홈페이지 73(87.0) 11(13.1) 84(100.0)

이메일 57(67.9) 27(32.1) 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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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단위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현황

단위 : 빈도(%)

  

   분     야 자체 공동 아웃소싱 계

개

발

방

법

          OCS(처방전달시스템)  8( 9.9) 30(37.0) 43(53.1) 81(100.0)

PACS(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  0( 0.0)  3( 4.5) 64(95.5) 67(100.0)

LIS(진단검사의학정보시스템)  3( 5.8)  6(11.5.) 43(82.7) 52(100.0)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2(14.3)  2(14.3) 10(71.4) 14(100.0)

원무관리  9(10.8) 15(18.1) 59(71.1) 83(100.0)

구매관리  8(11.9) 14(20.9) 45(67.2) 67(100.0)

인사관리  8(11.9) 13(19.4) 46(68.7) 67(100.0)

회계관리  8(10.7) 13(17.3) 54(72.0) 75(100.0)

원가관리  5(13.5) 10(27.0) 22(59.5) 37(100.0)

MIS(경 정보시스템)  5(11.6)  8(18.6) 30(69.8) 43(100.0)

D/W(그룹웨어)  2(11.1)  5(27.8) 11(61.1) 18(100.0)

ERP(전사적자원관리)  1(14.3)  0( 0.0)  6(85.7)  7(100.0)

홈페이지  7( 9.6)  5( 6.8) 61(83.6) 73(100.0)

이메일 12(21.1)  6(10.5) 39(68.4) 57(100.0)

관

리 

방

법

OCS(처방전달시스템) 36(44.4) 31(38.3) 14(17.3) 81(100.0)

PACS(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  7(10.4) 44(65.7) 16(23.9) 67(100.0)

LIS(진단검사의학정보시스템) 35(67.3)  6(11.5) 11(21.2) 52(100.0)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6(42.9)  5(35.7)  3(21.4) 14(100.0)

원무관리 52(62.7) 16(19.3) 15(18.0) 83(100.0)

구매관리 43(64.2) 15(22.4) 9(13.4) 67(100.0)

인사관리 42(62.7) 15(22.4) 10(14.9) 67(100.0)

회계관리 46(61.3) 16(21.3) 13(17.4) 75(100.0)

원가관리 20(54.1) 10(27.0)  7(18.9) 37(100.0)

MIS(경 정보시스템) 24(55.8) 12(27.9)  7(16.3) 43(100.0)

D/W(그룹웨어)  8(44.4)  7(38.9)  3(16.7) 18(100.0)

ERP(전사적자원관리)  4(57.1)  2(28.6)  1(14.3)  7(100.0)

홈페이지 39(53.5) 12(16.4) 22(30.1) 73(100.0)

이메일 41(71.9) 12(21.1)  4( 7.0) 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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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웃소싱 기능별 현황

  기능별로 아웃소싱 실시현황을 보면 기능별로 대부분 하나의 아웃소싱업

체를 통해 운 되고 있었으며 응용 프로그램 개발/보수 정보시스템 부분을 

52개(69.3%)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표 14).  

표 14. 아웃소싱 기능별 현황  

단위 : 빈도(%)

정보시스템 기능

하나의 

아웃소싱

업체

둘이상의 

아웃소싱

업체

자체관리

고려

아웃소싱

고려
계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수 52(69.3) 6( 8.0)  9(12.0) 8(10.7) 75(100.0)

네트워크 관리 및 보수 38(65.5) 4( 6.9) 12(20.7) 4( 6.9) 58(100.0)

시스템 운  유지/ 보수 39(63.9) 7(11.5) 10(16.4) 5( 8.2) 61(100.0)

PC 유지,보수 35(61.4) 3( 5.3) 12(21.0) 7(12.3) 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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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인분석

  연구모형의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모형이 타당한가와 신뢰할 수 있는 지

에 대하여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신뢰성은 측정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측정방법에는 재검사법, 반문법, 문

항분석법, 알파계수법 등이 있으나, 이 중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측정 하 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

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모형이 측정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

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타당성 테스트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변수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모든 변수들이 각 요인으로 잘 묶여 적절한 타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

(
*
) : Cronbach's α 〈 0.6

구성 개념 항목수 Cronbach's α
Standardized Item 

α

의사소통 4 .9325
*

.9326

유연성 4 .7874* .7808

문화적응 3 .8635* .8620

기회주의 4 .8779
*

.8847

결  합 4 .7921
*
 .7952

신  뢰 4 .9016
*

.9050

몰  입 4 .8673* .8685

성 공
효 과 7 .9202

*
.9210

만족도 3 .9033* .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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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변수
요    인

1 2 3 4

의사소통

            .83074 
         .78577
        .86595
        .85397

-.23592
-.20006
-.22043
-.22670   

-.04493
 .10705 
 .15240  
 .16659 

-.09811
-.04113
 .13977
 .08793

결합

 .83079
 .80441
 .68283
 .20224

-.23085
-.20663
 .04600
-.22942

-.00106
 .02776
 .10193
 .03343

 .06321
 .12475
 .52543
 .80236

문화적응
 .61482
 .71537
 .74384

-.18952
-.15388
-.19148

 .04963
 .03464
 .14844

 .42134
 .26926
 .21188

기회주의

-.16198
-.43312
-.21023
-.29198

 .82610
 .72557
 .84402
 .80282

 .08820
-.19350
-.20066
-.17842

-.17652
 .12460
-.11541
-.14447

유연성

 .53043
-.06484
 .14685
 .14441 

-.16524
-.02797
-.05398
-.30768

 .45147
 .93483
 .90571
 .62097

 .11707
 .09999
 .10741
-.27843

Eigen value 8.6879 2.3139 1.7492 1.0987

표 17. 내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변수
요    인

1 2 3

신뢰

.10052

.16083

.25874

.21731

.59943

.59351

.63423

.57487

.62805

.54151

.47806

.57419

몰입

.29245

.11652

.03512

.12636

.73730

.70091

.88251

.86055

 .20583
 .44854
 .01606
-.00624

정보시스템
효과

.75258

.79496

.73454

.79747

.81512

.80836

.83088

.24625

.14160

.03510

.14657

.22969

.14731

.02391

 .17747
 .20224
 .18470
 .24230
 .12632
 .14254
 .16314

만족도
.39612
.25330
.57482 

.21180

.06873

.15230

.78622

.86274

.65734

Eigen value 8.7239 2.8814 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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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체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변수

요    인

1 2 3 4 5 6 7 8

신뢰

 .80207
 .84116
 .70268
 .62859

 .10723
 .21533
 .16794
 .12784

 .30123
 .19553
 .42970
 .52326

 .18607
 .10288
 .13796
 .19512

-.14257
-.09578
-.11957
-.15207

-.06595
 .08990
 .13633
 .13525

 .07135
-.02684
 .27282
 .30246

-.02107
 .02631
 .13658
 .04419

몰입

 .68773
 .67985
 .52737
 .12370

 .06049
 .05507
 .14846
 .23180

 .37782
 .07652
 .20010
 .30391

. 09999
 .29086
 .11984
 .08821

-.23262
-.14136
 .14847
-.10616

-.04519
 .01929
 .11071
 .01716

 .26081
 .43499
 .40695
-.03157

 .13407
 .11925
 .41528
 .77860

의사소통
 .53108
 .31087
 .38542

 .12333
 .12196
 .11029

 .12089
 .29346
 .32973

 .02255
 .24486
 .29607

-.17986
-.12679
-.16414

 .01155
-.00085
 .10874

 .34163
 .76052
 .68202

 .45204
 .03681
 .01812

결합

-.18936
-.49256
-.08734
-.15097

-.27557
-.21767
-.20438
-.30410

 .15651
-.07861
-.18009
-.32408

-.40771
-.32769
-.14255
-.27203

 .66042
 .61788
 .81861
 .68474

 .08537
-.17218
-.15638
-.11680

-.02293
 .07103
-.22134
-.08656

-.23933
 .06880
-.07724
-.07760

문화적응

 .52200
-.10499
 .09882
 .21241

 .02498
 .09486
 .03674
 .14563

-.02193
 .08141
 .15854
 .05089

 .26452
 .08800
 .04673
-.28280

-.11991
-.01287
-.07628
-.44852

 .47840
 .93318
 .88504
 .55380

 .17323
 .00086
 .03718
 .03460

 .28229
-.00399
 .06104
-.15635

기회주의

 .36725
 .40237
 .37408
 .43370

 .06716
 .14921
 .23375
 .20544

 .36821
 .37776
. 48191
 .33957

 .46158
 .49677
 .36806
 .47089

-.32348
-.25736
-.33227
-.22866

 .06111
 .00731
-.04096
-.00990

 .23131
 .08103
 .15394
 .00713

 .34283
 .10788
 .17339
 .36709

유연성

 .34104
 .30260
 .25831
 .37652

 .26880
 .09596
 .00639
 .10663

 .53583
 .51149
 .82402
 .78510

 .24261
 .48766
-.01899
 .01288

 .04840
-.07349
-.20921
 .02806

 .12872
 .06956
 .05542
 .24556

 .11562
 .14533
 .17388
 .08831

 .37737
 .30524
 .10983
 .10447

효과

 .17522
 .19327
-.08502
 .06903
 .14673
 .14888
 .08565

 .67816
 .72742
 .71072
 .80566
 .82786
 .83799
 .82536

 .01441
-.03797
-.00230
 .13187
 .20180
 .15686
 .01058

 .05345
 .05833
 .14563
 .12425
 .19034
 .16195
 .05964

-.14796
-.18874
-.09803
-.21297
-.04007
-.10927
-.12874

 .31565
 .23341
-.01381
-.21084
 .07223
-.01380
 .16737

 .30421
 .40349
 .05212
 .22035
-.19621
-.13767
 .03994

 .25944
 .04346
 .38810
 .03788
 .09272
-.09088
 .05726

만족
 .20923
 .15976
 .29512

 .39018
 .27568
 .58895

 .11174
 .00494
 .04054

 .68850
 .78627
 .52773

-.24975
-.22380
-.10937

 .17671
 .04220
-.07845

 .28383
 .14717
 .32075

 .01319
 .03452
 .03052

Eigen value 15.7680 3.9575 2.5142 1.9585 1.5205 1.3788 1.0974 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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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

  가. 연구모형의 평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에 대한 연구모형과 관련된 AMOS 분석결과

는 그림 2와 표 19에 제시되었다. 

  측정된 연구모형이 자료에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

대부합지수, 중분부합지수, 간명부합지수 등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절대부합지수는 제안모형의 관찰된 공변량행렬 또는 상관관계행렬에 의해 

예측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카이자승통계량(χ2), 기초부합지수

(GFI), 원소평균자승잔차(RMR),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등이 있

다. 비제약공분산(unconstrained covariance)에 대비한 연구모형의 공분산

을 검증하는 최우비율검증통계량(likehood ratio statistic) χ2 에서 볼 때, 연

구모형의 전반적인 χ2 값은 1495.879(d..f 616,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만 모형이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χ2 은 검정통계

량의 역할보다는 모형의 적합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권한다. 

χ2 이외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형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GFI, RMR, RMSEA 같은 다른 측정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연구모형의 RMSEA 값은 0.120으로 이 값의 수용범위인 0.05-0.08을 넘어 

수용이 어렵게 나타났다.    

  중분부합지수는 연구모형을 기준모형(null model)과 비교하는데 이용하

는 측정지수로서 수정적합지수(AGFI), 터키-루이스지수(TLI or NNFI),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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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합지수(NFI) 등이 있으며, 모든 지수의 권장수준은 0.9이상이다. 이 연

구모형에 대한 NFI값은 0.874로 권장치보다 낮으나, TLI값은 0.910으로 권

장기준값보다 높다.  

  간명부합지수는 모형이 적합수준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추정계수의 수에 

대한 기초부합지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모형이 각 추정계수에 필요한 적합

도에 최대로 도달하는 정도를 말한다. 간명부합지수를 측정하는 지수로는 

간명표준부합지수(PNFI), 간명기초부합지수(PGFI), 표준카이자승(Normed 

χ2), 아카이케이정보기준(AIC) 등이 있다. 

  이 연구모형에 대한 PNFI값은 0.766으로 PNFI는 모형적합 수준에 도달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자유도의 수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0.6이상 

으로 값이 클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여긴다. AIC는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적합도와 간명성이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연구모형에 대한 AIC값은 1743.879이다. 

  이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에 대한 평가는 우수하지 않으나 모

형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검증이 가능한 바, 이 

모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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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χ2 (616 d,f) = 1495.879(p=0.00) RMSEA = 0.120

 19. 연구모형의 측정결과 요약 

경   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
 p-값

의사소통 ----> 신   뢰   .331 .069  4.826
*

  .000

유 연 성 ----> 신   뢰   .008 .103   .079    .937

문화적응 ----> 신   뢰   .311 .102  3.049*    .002

문화적응 ----> 몰   입  -.175 .097 -1.803    .071

기회주의 ----> 신   뢰  -.298 .066 -4.491
*

   .000

기회주의 ----> 몰   입   .287 .082  3.510    .000

결    합 ----> 신   뢰   .214 .071  3.019*   .003

결    합 ----> 몰   입   .014 .067   .204     .838

신    뢰 ----> 몰   입  1.221 .227  5.372
*

   .000

신    뢰 ----> 인지된 효과  1.177 .321  3.671*    .000

몰    입 ----> 인지된 효과  -.746 .273 -2.728*    .006

신    뢰 ----> 만족도  1.787 .364  4.911
*

   .000

몰    입 ----> 만족도 -1.109 .312 -3.552
*

   .000

(*) t값은 P<0.05수준에서 유의함

0.014

문화적응

1.221
0.311

기회주의
1.177

-0.298

-0.287

만족도신뢰결합
0.214

1.787

의사소통

몰입 인지된 효과0.331

-0.746

유연성
0.008 -1.109

-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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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설 검증

  1)의사소통과의 관계

  가설1은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의사소통은 신뢰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가 0.331이고, t-값은 4.826 로서 

p<0.05이므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의사소통의 정도

가 높을수록 신뢰 증가에 긍정적인 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유연성과의 관계 

  가설2는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유연성은 신뢰에 정의 관계를 가질 것

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가 0.008이고, t-값은 0.079로서 

p<0.937로 나타났으므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가설2를 

기각한다. 

  3)문화적응과의 관계

  가설3.1은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문화적응은 신뢰에 정의 관계를 가

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문화적응과 신뢰와의 관계는 경로계수

가 0.311이고, t-값은 3.049로서 p<0.002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결

과를 보이고 있다. 가설3.2는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문화적응은 몰입에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가 -0.175이고, 

t-값은 -1.803로서 p<0.071로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

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3.2는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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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회주의와의 관계

  가설4.1는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은 신뢰에 부의 관

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0.298이고 t-값은 

-4.491로서 p<0.000이므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설

4.2는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은 몰입에 부의 관계를 가

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0.287이고 t-값은 3.510로서 

p<0.000이므로 예상과는 반대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가설4.2는 기각한다.

  5)결합과의 관계

  가설5.1는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결합 정도는 신뢰에 정의 관계를 가

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0.214이고 t-값은 3.019로서 

p<0.003이므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설 5.2는 병원

과 아웃소싱업체간에 결합의 정도는 몰입에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

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0.014이고 t-값은 0.204로서 p<0.838로 유

의적인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5.2는 기각한다.

  6)신뢰와 몰입의 관계

  가설6은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신뢰는 몰입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

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221이고 t-값은 5.372로서 

p<0.000이므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가 높

아지게 되면 몰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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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아웃소싱성공과의 관계

  가설7은 병원과 아웃소싱업체에 신뢰와 인지된 효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177이고 t-값은 3.671로서 

p<0.000이므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설8은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몰입과 인지된 효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정

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0.746이고 t-값은 -2.728이고 p<0.006로 예

상 결과와는 다르게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설9는 

병원과 아웃소싱업체간에 신뢰와 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

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787이고 t-값은 4.911로서 p<0.000이므로 

5%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설10은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간에 몰입과 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설정하 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109이고 t-값은 -3.552로서 p<0.000로 예상과는 반대로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몰입과 인지된 효과, 몰입과 만족도의 관계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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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가설의 기각과 채택

가    설 예상부호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결과

H1.  의사소통과 신뢰 관계 +   .331 .069   4.826
*

   .000 채택

H2.  유연성과 신뢰 관계 +   .008 .103    .079    .937 기각

H3.1 문화적응과 신뢰 관계 +   .311 .102   3.049
*

   .002 채택

H3.2 문화적응과 몰입 관계 +  -.175 .097  -1.803    .071 기각

H4.1 기회주의와 신뢰 관계 -  -.298 .066  -4.491*    .000 채택

H4.2 기회주의와 몰입 관계 -   .287 .082   3.510    .000 기각

H5.1 결합과 신뢰 관계 +   .214 .071   3.019*    .003 채택

H5.2 결합과 몰입 관계 +   .014 .067    .204    .838 기각

H6.  신뢰와 몰입 관계 +  1.221 .227   5.372
*

   .000 채택

H7.  신뢰와 인지된 효과 관계 +  1.177 .321   3.671*    .000 채택

H8.  몰입과 인지된 효과 관계 +  -.746 .273  -2.728
*

   .006 기각

H9.  신뢰와 만족도 관계 +  1.787 .364   4.911*    .000 채택

H10. 몰입과 만족도 관계 +  -1.109 .312  -3.552
*

   .000 기각

  

(*) t값은 P<0.05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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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고   찰

1. 연구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병원에 한정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요인을 분석하

다. 대한병원협회 회원병원 중 종합병원 277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100개의 병원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어 회수율 36.1%

를 보 다. 이 자료를 통하여 연구대상 병원의 특성과 아웃소싱 현황 분석

을 하 으며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아웃소싱의 성공요인들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 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병원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조사하 으나 설문응답의 부족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병원의 아웃소싱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선행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 적용하 던 연구모델을 적용한 바, 이 연구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에 대하여 주관적인 측정치인 인지된 

정보시스템 효과와 관계의 만족정도에 대하여 측정하 다. 이는 설문 응답

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바, 응답자의 지각에 따른 편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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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로 활용될 

수 있는 바, 향후에는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상호간에 관

계인식의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시행중인 병원들의 연구모형 측정결과에 따른 분

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신뢰 증가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 et al(1990), Morgan et al(1994)의 연구

에서도 신뢰형성에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이

고 있다. 이는 병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아웃소싱업체로부터의 제공받

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갈등이 해결되고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관계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이 신뢰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gan et al(1994)의 연구에서도 기회주의

가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과 아웃소싱업체와의 관

계를 엄격한 계약에 근거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계약관계라는 인식보다는 

서로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는 동반자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병원과 아웃소싱업체 관계에서 결합이 신뢰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간에 인간적인 교류나 친 감에 의한 사회적 결합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 결합이 신뢰형성에 중요함 요소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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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협력관계에서 신뢰가 몰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Morgan et al(1994)의 연구에서도 신뢰가 관계몰입의 주요 결정요인이라 

하고 있다. 이는 아웃소싱관계에서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관계 장기적, 협력

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여 파트너간에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아웃소싱 성공에 신뢰가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hr et al(1994), Morgan et al(1994)의 연구에서도 신뢰와 몰입이 관계성

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신뢰는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아웃소싱관계를 단기적 이익추구의 

거래관계보다는 장기적 이익추구의 협력관계로 인식하게 만든다.    

  여섯째, 신뢰관계에서의 유연성, 몰입관계에서의 문화적응, 결합, 기회주

의 가설검증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

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Harris et al(1998), 

Morgan  et al(1994), 한상린(1998) 등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웃소싱업체의 전문화 한계와 병원 정보시스템부서의 정보기술역량

의 부재로 아웃소싱 결과에 대한 내부고객인 병원내의 최종 사용부서들이 

높은 만족도를 느끼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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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병원들의 아웃소싱 도입 성공과 

확대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대한 설문

과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여 아웃소싱 현황과 아웃소싱 성공

요인을 제시하려 하 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조사 현황에 따라 연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정보시스템부서 설립은 ‘9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웃소

싱업체의 이용기간은 3년-5년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계약기간은 1년이 가

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의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하는 병원이 

많았다.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보수 정보시스템 부분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정보시스템개발 비중에서 자체개발은 1-25%

에서, 아웃소싱개발은 76%이상에서 제일 높았고, 공동개발 비중은 44%의 

분포를 보여 정보시스템 구축이 아웃소싱업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통한 아웃소싱 성공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아웃소싱업체와 병원간에 상호신뢰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 및 약속의 이행 등이 

중요하며, 상호신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사소

통, 문화적응, 결합, 기회주의적 행동억제 등의 여러 선행요소가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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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 다. 

  둘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은 단순히 서비스수준의 달성뿐만 아

니라 상호보완적이면서 전략적 제휴관계(Win-Win 전략)를 어떻게 지속시

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간의 관계를

일회성 거래가 아닌 상호신뢰와 관계몰입에 의한 관계로 인식할 때 전략적 

제휴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셋째, 병원과 아웃소싱업체는 더 나은 협력관계를 위하여 단순히 서로간에 

신뢰와 관계몰입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아웃소싱

관계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쉽 창출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관

계에 대한 상호몰입과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호신뢰와 몰입이 높아질수록 협력관계에서 기회주의 억제, 갈

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파트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관

리가 일회성 거래관계가 아니라 상호신뢰와 관계몰입에 의한 전략적 제휴

관계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병원과 아웃소싱업체는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위하여 아웃소싱 계 

약 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쉽 창출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상호몰

입과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아웃소싱업체와 병원은 공동목표에 대한 높은 상호신뢰와 관계몰

입을 통해 아웃소싱업체의 병원 정보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 

부재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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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을 위한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에 관한 설문지

2004. 5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 전공

지  도  교  수 : 유  승  흠

석사학위 과정  김 성 수 드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과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연세의료원 동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에서 병원행정을 전공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외주위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에서도   

 정보시스템을 외부에서 위탁관리하거나 개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  

 니다. 하지만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병원의 고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과 아웃소싱업체와  

 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문적인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하  

 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사항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설문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며 질문내용에 어려운 내용이 있더  

 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팩스, 동봉 봉투, E-mail상의 "보낸사람에게 회신"을 이용하여  

 5월 00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기관의 발전과 귀하의 가정에 화목을 기원합니다.



- 61 -

A. 다음은 귀원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5. 정보시스템 구축방법별 비중은 어떻습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O) 또는 기호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응  답   보  기

1

 현재 정보시스템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있습  

 니까?
(1) 예      (2) 아니오

 만약 "예"이면 

(설문지 A-2번부터 끝까지 작성해 주십시요).

 만약 "아니오"면 외주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설문지 D-1번부터 끝까지 작성해 주십시요)

(1) 예      (2) 아니오

2
 아웃소싱업체의 서비스를 얼마동안 이용해

 왔습니까?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6)기타 :         년 

3
 아웃소싱업체와의 계약은 평균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6)기타 :         년 

4
 현재 정보시스템 예산의 몇 %를 아웃소싱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1) 1~20%

(2) 21~40%

(3) 41~60%

(4) 61~80%

(5) 81~100%

번호 설   문  내  용 응  답  보  기

5-1  병원내에서 정보시스템부서에서 개발한 비중  약              %

5-2  아웃소싱업체에 의해 개발한 정보시스템 비중  약             %

5-3  아웃소싱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비중  약            %

5-4  패키지 구입에 의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비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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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병원의 정보시스템 도입 업무분야와 그 시기는?

구분 분  야
도입

여부

도입

시기

도입(개발)방법 관리 방법

자체 공동 외주 자체 공동 외주

진료

분야

OCS(처방전당시스템)

PACS

(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

LIS

(진단검사의학정보화시스템)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무

자동

분야

원무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원가관리

통합

분야

MIS(경 정보시스템)

D/W(그룹웨어)

ERP(전사적자원관리)

기타

홈페이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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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웃소싱에 의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운 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정

보시스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이상 응답 가능)

B. 다음은 귀 병원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1.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에서 상호신뢰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능

하나의 

아웃소싱

업체

둘이상의 

아웃소싱

업체

자체관리

고려

아웃소싱

고려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수 

 네트워크 관리 및 보수

 시스템 운  유지/ 보수

 PC 유지,보수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1
 아웃소싱업체는 정직하고 성실

 하다.

1-2

 아웃소싱업체는 우리의 업무가  

 성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1-3
 아웃소싱업체는 우리에게 유익

 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1-4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웃소싱업체는 우리에게 기꺼

 이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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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와의 협력관계 지속의지와 계약이행정도(몰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와의 의사소통(정보교환)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2-1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자 노력한다

2-2
 아웃소싱업체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3

 우리는 아웃소싱업체에게 계약

 시 약속했던 지원을 충실히 제

 공하고 있다

2-4

 우리는 아웃소싱업체와 서로간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3-1
 필요하면 핵심업무의 정보도   

 서로 제공한다.

3-2

 서로간에 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통보한다

 

3-3
 우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서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한다.

3-4

 우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서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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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와의 유대(결합)관계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에서 기업문화의 적응정도에 관한 질문

  입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5-1

 우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서로 

 비슷한 기업문화를 갖도록 

 노력한다.

5-2

 우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업무수

 행과정에서 서로의 규정이나 

 업무수행방식을 이해하려 노력

 한다.

 

5-3

 우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서로의 

 의사소통방식, 의사결정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4-1
 우리와 아웃소싱업체와 지식을 

 공유한다.

4-2
 우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서로 

 인간적으로 결속되어 있다.
 

4-3
 우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지속적

 인 관계유지를 희망한다.

4-4

 우리는 아웃소싱업체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

 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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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에서 기회주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7. 다음은 외주업체와의 관계에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1
 아웃소싱업체는 자신의 이익에

 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6-2
 아웃소싱업체는 우리의 성공에

 는 관심이 없다.
 

6-3

 아웃소싱업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실을 조작

 한다.

6-4
 아웃소싱업체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한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7-1

 상황변화에 대하여 아웃소싱업

 체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

 으로 기대한다.

7-2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3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4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

 가적인 이익(비용)에 대하여 우

 리와 아웃소싱업체는 서로 공 

 동으로 분배(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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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은 귀 병원에서 아웃소싱업체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입니다.

1.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위탁하고 있거나, 위탁되었던 정보시스템의 효

   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1

 우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조직의 핵심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1-2

 우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조직의 정보기술 능력을 

 향상시켰다,

 

1-3

 우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

 다.

1-4

 우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필요한 전문가를 쉽게 활

 용할 수 있게 되었다.

 

1-5

 우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하 

 게 되었다.

1-6

 우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1-7

 우리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통해 사용자에게 향상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68 -

2. 다음은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에서 업무과정에서의 만족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D. 다음은 귀병원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항목입니다.

1. 다음은 귀병원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2-1

 우리는 아웃소싱업체와 관계에

 서 업무지원에 대하여 만족한

 다.

2-2
 아웃소싱업체는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 다.
 

2-3
 우리는 전반적인 업무관계에 

 있어서 만족한다.

문항 설   문  내  용 응  답  보  기

1-1  귀 병원의 종류는?

 1)학교법인     2)재단법인  

 3)의료법인     4)국/공립병원 

 5)기타

1-2  귀 병원의 가동병상 수는?                   병상

1-3  귀 병원의 총 직원 수는?                       명

1-4  귀 병원의 2003년 의료수익은?                    만원

1-5
 정보시스템 관련 총예산 규모는?

 (2003년 기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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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 병원의 정보시스템 관련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3. 다음은 익명의 응답자를 분류하여 통계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항 설   문  내  용 응  답  보  기

2-1  정보시스템 관련부서의 설립년도는?                 년

2-2
 정보시스템 관련부서의 현재 총 인원

 수는?
                명

2-3
 정보시스템 관련부서의 총 책임자의 

 직위는?

 1)직원  2)계장/대리  3)과장  

 4)부장  5)실장/이사  6)기타:

문항 설   문  내  용 응  답  보  기

3-1  귀하의 직위는?
 1)직원  2)계장/대리  3)과장  

 4)부장  5)실장/이사  6)기타:

3-2  귀하가 현 부서에 근무하신 기간은?   현 부서에             년

3-3  귀하의 성은?  (1) 남성          (2) 여성

3-4  귀하의 나이는? 만               세

3-5  귀하가 근무하시는 병원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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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Relationship with Outsourcing Service Firms for a 

Successful Hospital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Sung-Soo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Hum Yu, M.D., Dr.P.H.)

  In worsening business environment, hospitals are also continuously 

introducing outsourcing in order to concentrate their core capacities 

upon medical service. In response to such a trend,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This study divided variables, which may influence the success of 

outsourcing, into antecedent factors, relation continuance factors and 

success factor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relevant literature, 

defined each variable, and verified each hypothesis by rejecting or 

accepting it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In addition, it selected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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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ospitals throughout the country and recovered questionnaires 

from 100 hospitals (36.1%). Based on the data wer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and the factors 

of the success of outsourcing,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 in hospitals was 

launched most actively during the 1990s, and it has been only 3~5 

years since outsourcing companies began to be used. The most frequent 

term of contract was 1 year, and many hospitals used just one 

outsourcing company. In the functional aspect,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programs and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system were 

used most frequently.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1-25% of hospitals developed by themselves, 76% through 

outsourcing and 44% through joint development. This suggests that 

many hospitals depend on outsourcing compani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ir information system.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communication, cultural adaptation, opportunistic behavior and union 

appeared to influence trust between hospitals and outsourcing 

companies, and trust 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commitment and, consequently, the success of 

outsourcing. No significance was observed in testing hypotheses with 

regard to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of trust and cultur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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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and opportunism in the relationship of commitment. These results 

of this research may come from limitations such as lack of generality 

of this study and respondents' subjective judgment on the success of 

outsourcing, which was uncontrollable. 

  Put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gether,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must be regarded as a relation of strategic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and commitment rather than as a temporary 

relation of transaction. Furthermore, after entering into outsourcing 

contracts, hospitals and outsourcing companies must make efforts to 

create environment for mutual commitment and trust in order to create 

and develop cooperative partnership to achieve common goals, as well 

as to overcome outsourcing companies' lack of specialty in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nd work process through high mutual trust and 

commitment for their common goal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research in the future on differences 

between hospitals and outsourcing companies in their perception o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two.

                                                                      

Key words: outsourcing, hospital information system, commitment,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