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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갈수록 악화되는 병원경영여건 하에서 병원의 핵심업무인 의

료서비스에 역량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의 도입

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 이후 국내 종합병원에서 

아웃소싱 도입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사회제도 및 법

률 그리고 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 자체도 아웃소

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아직도 비용절감을 위한 인적자

원의 한 부분으로서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웃소싱(외주

화)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83개 병원의 아웃소싱업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2003년 4월 25

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중 58개 병원에서 응답하여 69.9%

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아웃소싱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

고,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병원들의 특성을 설립형태별ㆍ지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웃소싱 현황을 보면, 49개 병원(84.5%)에서 아웃소싱을 시행 중이

었으며 이중 36개(73.5%) 병원은 1990년 이후 도입하였다. 아웃소싱을 

실시한 이유로는 비용절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보다 전문적인 분야

의 아웃소싱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공급업체의 전문성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업무의 질 문제와 노

조의 반대가 아웃소싱 도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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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소싱 실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경영진의 만족도 점수는 

3.43으로 병원직원의 만족도 점수는 3.14로 조사되었는데 경영진이 병원

직원에 비하여 아웃소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 설립형태별로 만족도

에서는 재단법인의 경우 경영진과 병원직원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3. 아웃소싱의 도입 필요성과 추가/신규 도입계획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병원이 아웃소싱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추가/신규 도입

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현재 실시 중인 아웃소싱의 분야는 

아직 청소, 세탁, 경비, 급식(환자식), 시설유지관리 등 단순노무적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도입예정 분야는 정보시스템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아 

점차 아웃소싱이 단순노무적 업무에서 전문적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병원 경영진과 직원 모두 아웃소싱이 

단지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방법이 아니라 병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아웃소싱을 통하

여 업무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와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전문 공급업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병원들 간의 아웃소싱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아웃소싱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아웃소싱을 위해

서는 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아웃소

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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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아웃소싱은 미국의 경영학자 Prahard와 Hamel이 주창한 경쟁이론에서 

유래한 용어로 각 기업은 인력, 자본, 시설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건물관리나 식당운영 등 일부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정승화 외, 2000). 아웃소싱은 경쟁이론을 발전시킨 기

업경영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부문을 선두로 시작하여 판매부

문, 나아가 정보 시스템부문 등 경영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즉 아웃소싱은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인하

여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

렵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가장 유력한 분야나 핵심 역량에 자원을 집중시

키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제효과를 극

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김영수 외, 1999). 

이러한 경제효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아웃소싱에 대하여 관심을 갖

고 도입하게 되었고, IMF 관리체제의 혹독한 경기침체 이후 아웃소싱이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존 아웃소싱이 업무중요도가 

낮은 단순노동이나 간접부문, 일부 OEM 등에 한정되어 실시한 반면, 최근 

들어서는 비제조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아웃소싱도 일반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 외부 전문

성 활용, 신규사업 진출, 핵심업무 집중, 인력/조직 축소의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용절감 측면의 비중이 크고, 아웃소싱의 본래의 목적인 핵

심 역량 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류재헌, 1998).



- 2 -

 국내 병원도 1990년대 초반 신설 대학병원과 재벌기업의 병원이 적극

적으로 아웃소싱이 도입한 이래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처음에는 

청소, 세탁, 경비, 주차관리, 급식, 시설유지관리 등의 단순 노무 업무에서 

점차 병리검사업무, 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적

인 업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병원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직종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아웃소싱의 초기 단계인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한 인적자원 아웃소싱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병원이 아웃소싱을 청소, 경비

용역이나 하청 같은 경비절감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갈수록 악화되는 병원 경영여건과 법적, 제도적 규제 속에서 병원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핵심 업무인 의료서비스에 역량을 집중

시킴으로써 급변하는 의료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고 그 노력의 일환

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 현 병원계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아웃소싱에 대한 발표논문은 정보통신분야와 물류시스템에 관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병원내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재 도입 진행되고 있는 병원내의 아웃소싱의 

도입실태 분석과 향후 도입예정 분야에 대한 전망을 통하여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병원의 아웃소싱에 대하여 국내의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그 도입 실태를 조사하여, 병원내의 

아웃소싱의 정도를 분석하여 경영전략으로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3 -

첫째,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아웃소싱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둘째, 아웃소싱의 도입 여부와 향후 실시 분야를 비교해 보고,

셋째, 이를 통하여 향후 병원계의 바람직한 아웃소싱의 방향과 그에 따  

       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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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아웃소싱의 개요

 가. 아웃소싱의 개념

 아웃소싱은 흔히 외주ㆍ하청ㆍ업무대행ㆍ분사화ㆍ컨설팅ㆍ인재파견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아웃소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웃소싱의 개념을 넓은 의

미로 해석하여 외주ㆍ하청ㆍ업무대행ㆍ분사화ㆍ컨설팅ㆍ인재파견과 같이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장기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전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외부(out) 자원(source)의 활용

이라고 풀이되며, 일반적으로는 외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자원을 

핵심 분야에 집중시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기법을 말한다. 이 

경영기법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EDS사가 정보시

스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것을 계기로 생겨났으며 이후 정보서비스를 중

심으로 보편적인 경영관리기법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남기찬, 1999).

초기 아웃소싱의 개념은 특정 부품이나 제품을 자사에서 생산할 것인가

(make), 아니면 외부에 하청 또는 위탁생산을 하게 할 것인가(buy) 하는 

생산관리의 전통적인 문제 영역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아웃소싱이 점차 다

른 분야로 넓혀져서 판매부문과 정보시스템부문에서도 행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아웃소싱이란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능의 일부를 외부에 위

탁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동환, 1999). 

경영기법으로서의 아웃소싱은 처음에는 정보서비스 분야의 경비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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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 소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웃

소싱의 규모가 확대되고 대상영역이 다양화되면서 목적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적극적 ․ 전략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아웃소싱은 특히 1980년대 이래의 정보기술(IT) 아웃소싱을 계기

로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거의 모든 업무가 아웃소싱 대상이 

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류재헌, 1998). 1980대 중반까지의 아웃소싱

은 대부분 정보시스템의 경비 삭감을 목적으로 한 리스트럭처링 기법으로 

사용된데 반해 1980년대 후반부터 아웃소싱이 대규모화 되면서 대상영역

이 정보시스템에서 경리, 인사 등의 업무로 확대됨과 동시에 그 목적도 경

비 삭감과 리스트럭처링 같은 운용적인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

한 전략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현재에는 전략적 파트너화, 

가상기업까지 출현하고 있다(앤더슨컨설팅, 1999).

나. 아웃소싱의 발전단계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수준은 아웃소싱의 경험과 학습에 따라 발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4단계 발전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1단

계는 단순한 외주 단계, 2단계는 공동외주 단계, 3단계는 전략적 제휴관계 

단계, 4단계는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단계이다(그림1).

먼저 1단계는 하위공정의 단순한 외주화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위부 

기관에 맡기거나 독립된 자회사를 설립하는 전형적인 위탁형 아웃소싱을 

말하며 단순 업무를 위한 용역업체의 이용이 이에 해당된다. 2단계는 아웃

소싱 주체간의 협력, 상호 조율이 필요하며 대상업무의 공동 센터화나 네

트워크 및 인프라의 공유화를 이루는 것으로 1단계보다 더 많은 업무조정 

및 통제능력이 요구된다. 3단계는 하위공정의 외주화를 포함하여 종래 자

기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타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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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단계다. 4단계는 네트워크상의 가상기업을 통하여 결합되어 특정부문

의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김영수 외, 1999).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순한 외주
 -업무위탁
 -지원

*공동 외주
-Cosourcing
-아웃소싱주체
간 협력/공조 

*전략적 제휴
-Outsourcer
간의 협력/공조
- 서 비 스 기 업 
 설립

*기업적 네트
 워크 구축
-공존
-가상기업

그림1.아웃소싱의 발전 단계

자료: 정승화, 안준모. e비지니스와 아웃소싱 전략. 집문당, 2002

다. 아웃소싱의 목적

글로벌 경쟁의 격화, 저성장의 경제, 고객욕구의 소프트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웃소싱이 유효한 

생존 수단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핵심역량 

강화와 리스크 감소, 경영효율화 추구, 외부전문성 활용을 위해 아웃소싱

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목적은“① 주력업무에 경영자원을 집중하

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② 리스크를 분산하고, ③ 조직을 슬림화ㆍ유연

화하고, ④ 시너지효과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⑤ 비용을 절

감하고, ⑥ 비용 외부화에 의한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⑦ 혁신을 가속화시

키고, ⑧ 서비스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⑨ 정보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김영수 외, 1999).

따라서 아웃소싱의 특징은“내부의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하는 경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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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업무의 전문성ㆍ효율화

ㆍ비용절감을 목표로 하고, 근시안적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로 판단하

여야 하며, 아웃소싱의 대상은 모든 부문이 해당된다는 사고가 필요하며, 

아웃소싱 공급업체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

다. 또한 아웃소싱은 조직의 슬림화,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 연대를 통하

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수반하며 이를 경영효율화ㆍ외부전

문성 활용ㆍ종합적인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면 <그림2>과 같

다(노순규, 1999).

그림2. 아웃소싱의 효과

자료: 노순규. 최첨단 경영전략 아웃소싱. 행정경영자료사, 1999

라. 아웃소싱의 장ㆍ단점

아웃소싱은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경영기법

으로 도입되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핵심역량을 약

경영의 효율화 외부전문성 활용

ㆍ경비절감 ㆍ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ㆍ유연한 고용형태 ㆍ업무처리시간의 단축

ㆍ리엔지니어링 가속 ㆍ정보네트워크의 확대

ㆍ경기변동 대응능력 향상 ㆍ외부의 중립적 평가 활용

종합적인 경영전략

ㆍ주력업무에 경영자원 집중

ㆍ리스크 분산

ㆍ신규 사업진출의 신속화

ㆍ시너지효과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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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한다(이장균, 2001). 

여기서 아웃소싱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줄인다. 

둘째,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조직의 경량화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성을 가진다. 다섯째, 외부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전략적인 유연성을 잃

기 쉽다. 둘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셋째, 장기비용이 단기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넷째, 아웃소싱 공급자가 도산하거나 능력부족으

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회사의 조직문

화와 내부 형식이 무시되고 조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상문, 1994).

2.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현황

  가. 아웃소싱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아웃소싱의 개념은 기업 등이 ① 핵심 업무에 경영자원 집

중, ②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③ 비용 삭감 등 명확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

고, 조직 기능 및 업무 일체(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자회사 이외의 전문 공

급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조동환, 1999).

그러나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경영

기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단지 비용절감에 국한하는 초보적인 개념에 머

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웃소싱 현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1990년대 들어와 일부 기업들 중에서 

아웃소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핵심역

량을 키우고,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경영베스트 아웃소싱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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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불황과 IMF체제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

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아웃소싱을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인식하

고 적극 연구하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외국의 경우 전략적인 측면에

서 또는 비용효과적인 측면, 핵심역량에의 집중 등의 목적으로 전문 아웃

소싱 사업자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의 아웃소싱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아웃소싱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써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영혁신 기법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면서 큰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웃소싱의 도입배경을 내ㆍ외

적 요인으로 요약하면 <그림3>과 같다.

외 적 요 인

1.저성장 및 경기침체

2.글로벌 경쟁심화

3.네트워크기업의 경쟁력강화

4.아웃소싱업체의 고도화,

  다양화, 전문화

그림3. 아웃소싱 도입 배경

자료: 이광현. 아웃소싱. 한국능률협회, 1998

나. 아웃소싱산업 실태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90년대의 통계청“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비교한 것에 따르면 

내 적 요 인

1.매출둔화, 비용증대

2.자족주의 경영의 피해증가

3.관리부문의 비대화

4.고정비 부담 심화

  (리스크 부담 확대)

아

웃

소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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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웃소싱 산업규모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

년에는 매출액 100조원,  431만명의 고용창출과 사업체의 수가 92,000개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표 1)(류재헌, 1998).

표 1. 우리나라 아웃소싱관련 산업의 규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1991, 1994, 1998년도, (전체산업대비)

국내 기업들은 IMF 관리체제의 혹독한 경기 침체 이후 아웃소싱을 새로

운 경영전략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기존 아웃소싱

이 업무중요도가 낮은 단순노동이나 간접부문, 일부 OEM 등에 한정되어 

실시한 반면, 최근 들어서는 비제조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아웃소

싱도 일반화되고 있다.

 현대경제 연구원에서 1998년 국내 상장/비상장 주요기업 177개사의 

아웃소싱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는 일본기업에 비해 절반수준의 아웃

소싱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

(59.1), 외부 전문성 활용(21.3), 핵심업무 집중(6.3), 관리 번잡성 회피

(5.5), 인력/조직 축소(4.7), 신규사업 진출(3.1) 순으로 나타났다(표2). 

일본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반면에 국내 기업의 경우 비용절감 측면의 비중이 크고, 핵심역량 강화라

는 전략적 측면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정승화 외, 2002).

1990년 1993년 1996년 2001년(전망)

 사업체수
(社, %)

    24,386  35,531(13.4)   50,575(12.5)   92,770,(12.9)

 종업원수
(名, %)

   192,843 311,018(17.3)  833,721(38.9) 4,310,542(27.6)

 매출액
(조 원, %)

        4.0      7.3(22.2)     19.5(38.8) 1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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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아웃소싱의 분야와 기능

자료: 류재헌. 우리나라 아웃소싱 현황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1998

다. 아웃소싱 분야의 확대

기업은 항상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경쟁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비

용구조를 낮추려고 노력하며, 인적자원의 규모를 증감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직 고용 위주의 인적자원 아웃소싱

을 추구한다(이광현, 1998).

최근 기업들의 아웃소싱 증가 속에서 인적자원의 아웃소싱은 정보기술 

아웃소싱과 함께 전체 아웃소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적자원 

아웃소싱에서 부각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장기고용과 한 회사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

나 시장상황에 따른 고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8년 7월 1일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아웃소싱분야 N
아웃소싱 이유

비용절감
외부전문성 

활용
신규사업

진출
핵심업무

집중
관리번잡성

회피
인력/조직

축소

1.시설관리분야 33 78.8 3.0 15.2 3.9

2.물류분야 20 60.0 15.0 5.0 15.0 5.0

3.재경/경리분야 3 66.7 33.3

4.생산분야 16 81.3 6.3 6.3 6.3

5.마케팅 분야 4 50.0 50.0

6.정보시스템분야 28 35.7 42.9 3.6 7.1 3.6 7.1

7.인사/교육분야 2 50.0 50.0

8.복지후생분야 3 66.7 33.3

9.총무/홍보분야 6 16.7 50.0 16.7 16.7

10.연구개발분야 8 27.5 62.5

기  타 4 75.0 25.0

계 127 59.1 21.3 3.1 6.3 5.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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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시행된 후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며 IMF 이후 도입되기 시작했

던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운영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인력파견업체와 파견근

로자의 수요증가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기업 차원에서는 임금부담이 높고 정리하기에 

부담스러운 정규직 사원을 고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큰 비

용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임시직 또는 일시적 고용사원을 선호하고 있

다(김영수 외, 1999).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외부기능을 이용하였던 

분야(물류, 시설관리 등)와 사내에서 하기 어려웠던 분야(소프트웨어 개

발, 법무, 광고 등) 그리고 주변업무 중에 외부기능을 이용하기 쉬운 분야

(청소, 문서정리, 기기보수, 경비 등) 등은 오래 전부터 아웃소싱을 이용해 

왔으며(이광현, 1998), 최근에는 인사, 경리 등의 관리부문과 연구개발, 

디자인, 상품기획, 사업전략 입안, 생산, 판매부문 등 지금까지 사내에서 

행해 왔던 모든 업무가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림4).

과거의 아웃소싱(제한된 분야)

  

최근의 아웃소싱(모든 분야)

1. 주변, 부대 분야

 가. 시설관리: 건물유지, 청소,

              보안

 나. 물류: 운송, 보관

2. 전문적 분야

 가. 전문서비스: 법무, 회계, 세무, 

              광고, 시장조사

 나. 정보시스템: 시스템 개발, 운용

1. 관리업무
 가. 경리, 총무, 인사, 급여계산
 나. 복지 후생
 다. 교육, 연수
2. 정보시스템
3. 연구개발
4. 상품기획, 디자인
5. 사업전략 입안
6. 생산, 설계, 구매
7. 영업, A/S, 마케팅, 구매, 물류

그림4. 아웃소싱 대상 분야의 확대 

자료: 이광현. 아웃소싱. 한국능률협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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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웃소싱의 미래 전망은 장기적으로 단순히 외부 자원을 활용

하여 자사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웃소싱 전략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경영자원의 교환을 수반하는 조직적 지식의 교류, 즉 조직간 학

습을 통하여 상대방의 강점을 흡수, 자사의 강점과 통합함으로써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것 즉 수직형, 분업형 아웃소싱에서 점차 수평적 공생형인 

Co-sourcing으로의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병원내의 아웃소싱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경제적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병원들도 양적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의료수요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정부의 규

제가 강화되었으며, 최근 경험한 IMF하의 경제위기와 의료관련정책의 변

화에 따라 병원의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아웃

소싱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웃

소싱의 초기 형태인 외주용역이 적극 도입되었는데 주로 청소ㆍ세탁ㆍ시설

유지보수ㆍ환자급식ㆍ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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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현, 2000).

그렇지만 병원이 고유 업무인 의료서비스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과감히 아웃소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가 병원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기존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 주차, 청소 등의 업무 이외

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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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객만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아웃소싱하

는 것이 필요하다(조우현, 1999).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은 아웃소싱이 청소, 경비용역이나 하청 같은 경비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이는 아웃소싱의 목적인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외부의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업무의 질적인 면에 주안

점을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비절감에 목표를 두어 업무의 질적인 

면을 무시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외부용역의 질이 병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노사문

제로 인하여 아웃소싱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면 정보시

스템 분야뿐 아니라 일부 검사업무 및 관리, 행정부문에도 아웃소싱을 도

입하여 병원의 고유 업무인 진료에 충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

직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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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가. 연구대상병원

이 연구의 대상은 2002년, 2003년 대한병원협회에서 발간된 전국병원

명부를 기초로 조사한 5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으로 하였다. 대한병

원협회 회원병원 중 종합병원은 2001년도 276개이며 이중 500병상 이상

의 대형병원은 81개였으며, 2002년도 종합병원은 280개, 이중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82개로 2001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표 3). 

연구대상병원은 2001년, 2002년 500병상이상 병원 83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002년도에 신규로 500병상 이상이 된 병원은 2개였고 병상 

축소된 병원은 1개였으며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3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500병상 이상의 대

형병원이 서울에 25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 11개, 부산 8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도 전체 종합병원 280개 중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

천)에 118개가 분포되어 있고, 이중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82개 중 

39개가 집되어 있으며, 제주도에는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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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종합병원 현황

나.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병원에서 아웃소싱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대상 병원의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조사 후 전자우편, 팩스, 우편으로 발송하여 자

기기입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3년 4월 25일부터 5

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83개 병원으로 발송되었으

며, 이중 58개가 회수되어(69.9%)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표 4).

지   역
2001년도 2002년도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서 울 64 25 63 25

부 산 26  8 27  7

대 구 12  5 12  5

인 천 12  3 12  3

광 주 10  4 11  4

대 전  8  5  8  5

울 산  4  1  4  1

경 기 42 10 43 11

강 원 16  6 16  6

충 북 10  2  9  2

충 남 10  2 10  3

전 북  8  3  8  3

전 남 18  1 17  1

경 북 16  4 15  4

경 남 14  2 19  2

제 주  6  0  6   0

계 276 81 28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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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지역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설문지 회수 현황 

    지 역 병원수 설문지 발송병원 설문응답병원 응답율(%)

서울특별시 25 25 18 72.0

부산광역시 8 8 6 75.0

대구광역시 5 5 3 60.0

인천광역시 3 3 3 100.0

광주광역시 4 4 2 50.0

대전광역시 5 5 3 60.0

울산광역시 1 1 1 100.0

경 기 도 11 11 10 90.9

강 원 도 6 6 3 50.0

경상남도 2 2 2 100.0

경상북도 4 4 2 50.0

전라남도 1 1 0 0.0

전라북도 3 3 2 66.7

충청남도 3 3 1 33.3

충청북도 2 2 2 100.0

계 83 83 58 69.9

병원의 설립형태는 일반적으로 병원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병원ㆍ법인

병원ㆍ개인병원으로 구분되며 법인은 학교법인, 특수법인, 의료법인, 재단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공사 2개병원은  

국공립병원에 포함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1개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83개 병원 중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학교법인

은 38개(45.8%), 의료법인 17개(20.5%), 특수법인 13개(15.7), 재단법

인 9개(10.8%) 순이었다. 이중 설문지 응답병원은 58개 중 학교법인이 

30개(36.1%)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 10개(12.1%), 특수법인 9개

(10.9%), 재단법인 6개(7.2%)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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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설립형태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

사대상자의 경우 국공립병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500병

상이상의 국립병원은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암센터 등 3곳 이다.

표 5. 연구대상병원의 설립형태별 설문지 회수 현황

* : P<0.05

연구대상 병원을 지역별, 설립형태 별로 살펴보면 83개 병원 중 서울은  

학교법인 38개 중 13개, 의료법인 17개 중 4개, 특수법인은 13개 중 3

개, 국ㆍ시립/지방공사는 6개 중 4개로 조사되었다(표 6). 특히  서울과 

수도권인 경기, 인천에서 학교법인은 38개 중 21개(55.3%) 병원이 국ㆍ

시립/지방공사는 6개 중 5개(83.3%)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병원수 응답병원(%) 미응답병원(%) x2-값

학교법인 38(45.8) 30(78.9) 8(21.1) 3.645*

의료법인 17(20.5) 10(58.8) 7(41.2)

특수법인 13(15.7)  9(69.2) 4(30.8)

재단법인   9(10.8)  6(66.7) 3(33.3)

국립,지방공사   6( 7.2)  3(50.0) 3(50.0)

계 83(100.0) 58(69.9) 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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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별, 설립형태별 현황

2. 설문지 구성

아웃소싱의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설문지는 병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가

동 병상 수ㆍ병원의 설립형태ㆍ인건비 비율, 현재 아웃소싱의 실시 여부와 

아웃소싱 미실시병원의 이유를 조사하고, 아웃소싱 실시병원의 일반적 현

황으로는 도입 시기ㆍ실시이유ㆍ도입 후 성과ㆍ관리부서 통일ㆍ계약기간ㆍ

업체선정기준ㆍ실시 시 어려운 점, 아웃소싱에 대한 경영진과 직원의 만족

도를 조사하고 또 아웃소싱의 향후 실시와 필요성 여부와 현재 실행분야와 

향후 실행예정분야를 조사하도록 구성하였다(표 7). 

구 분
학교
법인

의료
법인

특수
법인

재단
법인

국ㆍ시립
지방공사

계(%)

강 원 2 2 1 1 -  6( 7.2)

경 기 7 2 1 - 1 11(13.3)

경 남 - 1 1 - -  2( 2.4)

경 북 1 3 - - -  4( 4.8)

광 주 1 1 1 1 -  4( 4.8)

대 구 3 - 1 1 -  5( 6.0)

대 전 3 - 1 1 -  5( 6.0)

부 산 4 1 1 1 1  8( 9.6)

서 울    13 4 3 1 4 25(30.1)

울 산 1 - - - -  1( 1.2)

인 천 1 1 1 - -  3( 3.6)

전 남 - - - 1 -  1( 1.2)

전 북 1 - 1 1 -  3( 3.6)

충 남 1 2 - - -  3( 3.6)

충 북 - - 1 1 -  2( 2.4)

계(%)
38

(45.8)
17

(20.5)
13

(15.7)
9

(10.8)
6

(7.2)
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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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설문지의 구성

3. 변수의 선정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연구

대상병원의 일반적 특성과 아웃소싱 실시 병원의 현황, 아웃소싱 실행분

야, 도입 예정분야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병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지역, 

병상 수, 설립형태, 인건비 비율, 아웃소싱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고, 아웃

소싱 실시 현황으로는 도입 시기, 실시 이유, 도입 후 성과, 업체 선정기

준, 아웃소싱 실시 시 어려운 점 등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아웃소

설문 목적 변수명

 1. 병원의 일반적 특성
 

   1) 병상수

   2) 설립형태

   3) 인건비 비율

 2. 아웃소싱 실시 여부    1) 실시 여부

   2) 미실시 이유

 3. 아웃소싱 실시병원의 현황    1) 도입 시기

   2) 실시 이유

   3) 도입 후 성과

   4) 관리부서의 통일 여부

   5) 업체와 계약기간

   6) 업체 선정기준

   7) 실시 시 어려운 점

 4. 아웃소싱 실시병원의 만족도    1) 경영진 만족도

   2) 직원 만족도

 5. 향후 실시 및 필요성    1) 향후 도입 여부

   2) 필요성 여부

 6. 아웃소싱분야 실태조사    1) 현재 실행분야

   2) 실행 예정분야



- 21 -

싱 실시 여부와 경영진의 만족도, 직원의 만족도, 향후 활용계획과 아웃소

싱의 필요성으로 하였다.

4.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 작업을 거친 후 SPSS 10.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과 아웃소싱 실시 병원

의 현황, 아웃소싱 향후 계획을 알아보았고, 설립형태별 응답 현황은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하여 아웃소싱을 도입한 병원의 아웃소

싱 실시 현황과 연구 대상병원의 향후 실행분야를 변수별로 조사하였으며, 

각 변수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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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병원의 특성

 가. 병상수, 설립형태, 지역별 현황

 연구대상병원인 58개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상수로 

분류한 결과는 병상이 500~599병상의 병원이 18개(31.0%)로 가장 많았

으며 700~799병상이 11개(19.0%)며 1000병상 이상인 병원은 6개

(10.3%)로 조사되었다. 또 평균병상은 746병상 이었으며 최대값은 1546

병상 최소값은 500병상이었다. 설립형태로 구분하면 학교법인 30개

(36.1%), 의료법인 10개(12.1%), 특수법인 9개(10.9%), 재단법인 6개

(7.2%), 국립/지방공사는 3개(3.6%)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

울 18개(31.0%), 경인지역 13개(22.4%), 지방  27개(46.6%)로 조사되

었다(표 8).

표 8. 연구대상병원의 일반적 특성

(계속)

특 성 빈 도(%)

병상수

500 ~ 599 18(31.0)

600 ~ 699 10(17.3)

700 ~ 799 11(19.0)

800 ~ 899  6(10.3)

900 ~ 999  7(12.1)

1000 이상  6(10.3)

평균(최대값 ~ 최소값) 746(1546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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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건비 비율

병원의 전체 지출비용 중 인건비의 비율은 41~50%가 34개(58.6%), 

51~60%가 13개(22.4%), 40% 이하 8개(13.8%), 60% 이상이 3개

(5.2%)병원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 비율 50%이상의 병원이 16개

(27.6%)였으며 이중 학교법인이 10개(17.2%), 의료법인 3개(5.2%) 병

원임을 알 수 있다(표 9). 

표 9. 설립형태별 인건비 비율

특 성 빈 도(%)

설립형태

학교법인 30(51.7)

의료법인 10(17.3)

특수법인   9(15.5)

재단법인   6(10.3)

국립/지방공사   3( 5.2)

지역별

서  울 18(31.0)

경  인 13(22.4)

지  방 27(46.6)

계 58(100.0)

구   분 40% 이하 41~50% 51~60% 60% 이상 합계(%)

학교법인 2 18 8 2 30(51.7)

의료법인 3 4 3 - 10(17.3)

특수법인 2 7 - -  9(15.5)

재단법인 - 5 1 -  6(10.3)

국립,지방공사 1 - 1 1  3( 5.2)

계(%) 8(13.8) 34(58.6) 13(22.4) 3(5.2) 5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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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웃소싱의 실시여부와 관련변수  

연구 대상 병원의 아웃소싱 실시여부를 관련변수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현재 아웃소싱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병원이 49개(84.5%)로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아웃소싱을 시행 중이며 9개(15.5%) 병원이 실시

하지 않고 있었다.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병원을 병상수로 보면 500~599

병상이 15개(88.2%)병원, 700~799병상이 11개(91.7%)로 조사되었다. 

또  학교법인은 24개(80.0%)가 현재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 실시비율로 보면 재단법인은 6개(100.0%) 병원 전체가 현재 아

웃소싱을 실시 중이며 의료법인은 10개 중 9개(90%)의 병원에서 실시 중

임을 알 수 있다.

또 아웃소싱 실시 유무와 지역별 관련성에서 서울은 18개의 응답병원 

중 16개(88.9%) 병원이 아웃소싱을 실시하며, 경인지역은 13개 중 12개

(92.3%) 병원, 지방의 경우 27개 병원 중 21개(77.8%) 병원이 아웃소싱

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웃소싱 실시와 인건비 비율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아웃소싱을 실

시하는 병원 중 인건비 비율 41~50%는 28개(82.4%), 51~60%가 11개

(84.6%), 40% 이하는 7개(87.5%)병원 순이었다. 여기서 인건비 비율이 

60%이상인 3개(100.0%) 병원은 전부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으며 50%

이상인 16개 병원 중 14개(87.5%)병원이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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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아웃소싱 실시여부와 관련변수

특성 응답병원 실시(%) 미실시(%)

병상수

   500 ~ 599 17 15( 88.2) 2(11.8)

   600 ~ 699 10  7( 70.0) 3(30.0)

   700 ~ 799 12 11( 91.7) 1( 8.3)

   800 ~ 899  6  4( 66.7) 2(33.3)

   900 ~ 999  7  6( 85.7) 1(14.3)

   1000 이상  6  6(100.0) -

설립형태

   학교법인 30 24( 80.0) 6(20.0)

   의료법인 10  9( 90.0) 1(10.0)

   특수법인  9  8( 88.9) 1(11.1)

   재단법인  6  6(100.0) -

   국립/지방공사  3  2( 66.7) 1(33.3)

지역별

   서  울 18 16(88.9) 2(11.1)

   경  인 13 12(92.3) 1( 7.3)

   지  방 27 21(77.8) 6(22.2)

인건비 비율

    40% 이하  8  7( 87.5) 1(12.5)

    41 ~ 50% 34 28( 82.4) 6(17.6)

    51 ~ 60% 13 11( 84.6) 2(15.4)

    60% 이상  3  3(100.0) -

       계 58(100.0) 49(84.5) 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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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웃소싱 도입 시기 

 아웃소싱 도입 시기와 관련하여 1995~99년의 기간동안 아웃소싱을 도

입한 병원이 17개(34.7%)이며, 2000년 이후 기간이 10개 병원(20.4%), 

1990~94년의 기간동안 9개 병원(18.4%)으로 조사되었다(표 11). 

학교법인은 1995~99년 기간 동안 14개의 병원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하

였으며, 1990년 이후 아웃소싱을 도입 실시한 병원이 49개 병원 중 36개

(73.5%)이며 1995년 이후 27개 병원(56.3%)이나 되었다. 이는 1990년 

이후 재벌기업과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을 많이 신설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의 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여러 분야에 아웃소싱을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아웃소싱도입 시기 

구   분 89년이전 90~94년 95~99년 00년이후 무응답 계

학교법인 5 2 14 3 - 24

의료법인 1 3 2 3 - 9

특수법인 1 4 - 3 - 8

재단법인 4 - 1 0 1 6

국립,지방공사 1 - - 1 - 2

계(%) 12(24.5) 9(18.4) 17(34.7) 10(20.4) 1(2.0) 4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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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소싱 현황 및 특성

가. 아웃소싱의 실시 이유

 아웃소싱을 도입한 병원 49개 중 아웃소싱 실시 이유를 3가지 선택하

는 질문에서 비용절감이 42개 병원(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력/조직의 축소 32개(65.3%), 외부전문성 활용이 21개(42.9%)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2). 

1998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아웃소싱 도입 이유가 

비용절감, 외부전문성 활용 순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아웃소

싱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이었다. 

표 12. 아웃소싱 실시 이유 (복수응답)

나. 아웃소싱 도입 후 성과

 아웃소싱 도입 후 가장 큰 성과는 비용절감효과 24개 병원(49.0%), 인력/

조직의 효율적 운영 17개(34.7%), 업무의질 향상 3개(6.1%) 순으로 조사되

었으며 기타는 3개(6.1%)로 아웃소싱의 성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3). 

구    분 응답수 비율(%)

  비용 절감 42 85.7

  인력/조직의 축소 32 65.3

  외부전문성 활용 21 42.9

  관리의 복잡성 회피 15 30.6

  경쟁력 강화 13 26.5

  업무의 질 향상 11 22.4

  핵심 업무 집중  6 12.2

  노조의 약화  5 10.2

  기     타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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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아웃소싱 도입 후 성과 

아웃소싱 실시 이유와 도입 후 성과와의 순위 비교에서 비용절감과 인력/조

직의 축소(효율적 운영) 순으로 조사되어 실시 이유와 성과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4).

표  14. 아웃소싱 실시 이유와 도입 후 성과 비교

다. 아웃소싱 실시 병원의 일반적 특성 

아웃소싱 실시 병원의 일반적 특성 중 아웃소싱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

나로 통일되어 있는 병원이 31개(63.3%), 여러 부서인 경우 18개(36.7%)

로 조사되었다.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 32개(65.4%), 2년 14개(28.6%)

로 대다수의 병원이 1~2년마다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 아웃소싱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업체의 전문성이 24개(49.0%)로 

    구  분 응답병원수 비율(%)

  비용절감효과 24  49.0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17  34.7

  업무의 질 향상  3   6.1

  환자만족도 향상  2   4.1

  직원만족도 향상  -   -

  기     타  3   6.1

       계 49 100.0

응답
병원수(%)

실시 이유 순위 도입 후 성과
응답

병원수(%)

42(85.7)   비용 절감 1   비용절감효과 24(49.0)

32(65.3)   인력/조직의 축소 2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17(34.7)

21(42.9)   외부전문성 활용 3   업무의 질 향상 3(6.1)

15(30.6)   관리의 복잡성 회피 4   환자만족도 향상 2(4.1)

13(26.5)   경쟁력 강화 5   직원만족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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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다음으로 업체의 신용도가 11개(22.4%)로 조사되었다. 

아웃소싱 실시와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서 업무의 질 문제가 

20개(40.8%), 노조의 반대는 14개(28.6%), 직원과의 갈등이 9개(18.4%),  

업체선정 문제가 5개(10.2%)병원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5).

표 15. 아웃소싱 실시 병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응답병원 비율(%)

관리부서 통일

예 31 63.3

아니오 18 36.7

아웃소싱업체와의 계약 기간

1년 32 65.4

2년 14 28.6

3년  1  2.0

4년  1  2.0

5년 이상  1  2.0

아웃소싱업체 선정기준

전문성 24 49.0

신용도 11 22.4

계약실적  6 12.2

인지도  3  6.1

업체규모  2  4.2

기   타  3  6.1

아웃소싱 실시 시 어려운 점

업무의 질 문제 20 40.8

노조의 반대 14 28.6

직원과의 갈등  9 18.4

업체선정 문제  5 10.2

경영진의 이해부족  1  2.0

계 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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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웃소싱 만족도 분석

가. 만족도 비교

 아웃소싱 실시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1개

(2.0%), 만족 21개 (42.9%), 보통 25개 (51.0%), 불만족 2개(4.1%) 병원

으로 조사되어 아웃소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병원 직원의 만족도

는 만족 17개(34.7%), 보통 22개 (44.9%),  불만족 10개(20.4%)로 조사

되었다. 또 경영진은 아웃소싱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3.43점으로 병원직원의 

3.14점보다  높게 조사되어 병원직원보다 경영진의 아웃소싱 실시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았다(표 16).

표 16. 아웃소싱 만족도 비교

나. 변수별 만족도 분석

아웃소싱 실시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

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병상수에서   

1000병상 이상이 경영진 3.67점, 직원 3.50점으로 조사되었다. 설립형태에

서는 국립ㆍ지방공사가 3.50점으로 타법인보다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구  분 점수
응 답 수(%)

병원경영진 병원직원

매우 만족 5 1(2.0) -
만     족 4 21(42.9) 17(34.7)

보     통 3 25(51.0) 22(44.9)

불 만 족 2 2(4.1) 10(20.4)
매우불만족 1 - -

합  계(%) 49(100.0) 49(100.0)

평균점수 3.4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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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은 경영진은 서울 3.56점, 직원은 경인지역 3.33점으로 높게 응답하였

다. 도입 후 성과는 경영진은 비용절감 3.54점, 직원은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

영 3.29점 이었으며 총 실시 건수에서는 아웃소싱 업무 수가 10~15개인 경

우 경영진ㆍ직원 모두 3.50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표 17).

표 17. 아웃소싱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단위 : 평균±표준편차

(계 속)

변 수 경영진 만족도 직원 만족도

병상수 F=0.46 F=0.33

    500 ~ 599 3.47±0.52 3.07±0.70

    600 ~ 699 3.43±0.53 3.14±0.69

    700 ~ 799 3.45±0.52 3.09±0.83

    800 ~ 899 3.25±0.50 3.00±0.82

    900 ~ 999 3.17±0.98 3.17±0.98

    1000 이상 3.67±0.82 3.50±0.55

설립형태 F=0.36 F=0.79

    학교법인 3.50±0.59 3.08±0.78

    의료법인 3.44±0.73 3.44±0.53

    특수법인 3.38±0.74 3.13±0.83

    재단법인 3.17±0.41 2.83±0.75

    국립/지방공사 3.50±0.71 3.50±0.71

지역별 F=0.24 F=0.53

    서 울 3.56±0.73 3.06±0.77

    경 인 3.42±0.51 3.33±0.65

    지 방 3.33±0.58 3.10±0.77

도입이후 경과 시기 F=1.22 F=2.24

    5년 이하 3.56±0.51 3.31±0.70

    6 ~ 10년 3.19±0.75 2.81±0.75

   11 ~ 15년 3.67±0.52 3.33±0.82

   15년 이상 3.50±0.53 3.40±0.52

   무응답 3.00±0.00 2.00±0.00



- 32 -

변 수 경영진 만족도 직원 만족도

도입 후 성과 F=0.87 F=1.54

    비용절감 3.54±0.65 3.15±0.73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3.35±0.61 3.29±0.69

    업무의 질 향상 3.33±0.58 3.00±1.00

    기  타 3.00±0.00 2.33±0.58

어려웠던 점 F=1.07 F=1.08

    업무의 질 문제 3.35±0.75 3.22±0.44

    노조의 반대 3.50±0.52 3.07±0.73

    직원과의 갈등 3.22±0.44 3.22±0.44

    업체 선정 문제 3.80±0.45 3.60±0.55

    경영진의 이해 부족 4.00±0.00 4.00±0.00

총 실시건수 F=0.31 F=0.51

    1 ~ 5개 3.46±0.59 3.13±0.68

    6 ~ 10개 3.33±0.58 3.10±0.83

   11 ~ 15개 3.50±0.58 3.50±0.58

평  균 3.43±0.61 3.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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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아웃소싱 도입 여부

  향후 아웃소싱을 추가 또는 신규로 도입할 계획에 대한 변수별 조사 결과

에서 전체 58개 병원 중 33개(56.9%)병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병상수별

에서는 1000병상 이상 6개(100.0%), 900~999병상 5개(71.4%)이었으며, 

설립형태에서는 국립/지방공사 3개(100.0%), 학교법인 19개(63.3%)병원

이 도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에서는 서울이 12개(66.7%)병원과 인

건비비율에서 60% 이상 3개(100.0%)병원, 51~60%인 11개(84.6%)병원

이 향후 도입 계획이 있다고 조사 되었다(표 18).

현재 아웃소싱을 도입한 병원을 변수별로 조사한 결과 49개 병원 중 27개

(55.1%)는 향후 추가도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입 경과시기에

서는 11~15년인 병원이 5개(83.3%), 도입 후 성과에서는 비용절감이 18개

(69.2%), 총 실시건수에서 11~15개 업무를 실시하는 병원 4개(100.0%)과 

만족도가 높은 17개(77.3%)병원이 추가 도입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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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향후 추가/신규 도입계획 

 

변 수 응답병원
추가, 신규 도입 여부

있다(%) 없다(%)

병상수

    500 ~ 599 18 9(50.0) 9(50.0)

    600 ~ 699 10 6(60.0) 4(40.0)

    700 ~ 799 11 6(54.5) 5(45.5)

    800 ~ 899 6 1(16.7) 5(83.3)

    900 ~ 999 7 5(71.4) 2(28.6)

    1000 이상 6 6(100.0) -

설립형태

    학교법인 30 19(63.3) 11(36.7)

    의료법인 10 5(50.0) 5(50.0)

    특수법인 9 4(44.4) 5(55.6)

    재단법인 6 2(33.3) 4(66.7)

    국립/지방공사 3 3(100.0) -

지역별

    서  울 18 12(66.7)  6(33.3)

    경  인 13  7(53.8)  6(46.2)

    지  방 27 14(51.9) 13(48.1)

인건비 비율

    40% 이하 8 6(75.0) 2(25.0)

    41 ~ 50% 34 13(38.2) 21(61.8)

    51 ~ 60% 13 11(84.6) 2(15.4)

    60% 이상 3 3(100.0) -

계 58 33(56.9) 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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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실시병원의 추가도입계획

변 수 응답병원
추가, 신규 도입 여부

있다(%) 없다(%)

도입이후 경과 시기

    5년 이하 16 9(56.3) 7(43.7)

    6 ~ 10년 16 8(50.0) 8(50.0)

   11 ~ 15년  6 5(83.3) 1(16.7)

   15년 이상 10 5(50.0) 5(50.0)

   기  타  1 - 1(100.0)

도입 후 성과

   비용절감 26 18(69.2) 8(30.8)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17 7(41.2) 10(58.8)

   업무의 질 향상 3 1(33.3) 2(66.7)

   기  타 3 1(33.3) 2(66.7)

총 실시건수

    1 ~ 5개 24 13(54.2) 11(45.8)

    6 ~ 10개 21 10(47.6) 11(52.4)

   11 ~ 15개 4 4(100.0) -

만 족 도

    만    족 22 17(77.3) 5(22.7)

    보    통 18 8(44.4) 10(55.6)

    불 만 족 9 2(22.2) 7(77.8)

계 49 27(55.1) 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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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웃소싱 분야 실태 분석

 가. 아웃소싱 실시 분야

  아웃소싱분야의 실태조사에서는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를 크게 7개 

분야로 나누어 현황을 조사하였다. 

현재 아웃소싱을 도입 운영하는 49개 병원들 중 시설관리 분야에서 청

소는 49개(100.0%)로 모든 병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경비 34개(69.4%)

ㆍ건물유지보수 18개(36.7%)ㆍ차량 17개(34.7%)ㆍ기타 6개(12.2%) 병

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업무에는 전화교환ㆍ주차업무 등으로 응답하

였다. 

물류분야는 급식(환자식) 20개(40.8%)ㆍ원내배송 7개(14.3%)ㆍ구매업

무 1개(2.0%) 병원에서 실시 중이며, 정보시스템분야는 PC/Printer유지보

수 15개(30.6%)ㆍ전산프로그램 11개(22.4%)ㆍ네트워크는 10개(20.4%) 

병원에서 실시 중이었다. 

원무분야는 진료예약이 3개(6.1%)ㆍ진료비 수납과 미수금관리가 각 1

개(2.0%)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간호 분야는 간호보조업무 11

개(22.4%)ㆍ임상검사와 특수검사업무가 각 1개(2.0%) 병원에서 실시 중

이었고, 총무 및 기타에서는 사무보조가 3개(6.1%) 병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외 수입인 수익사업 분야에서는 매점 26개(53.1%)ㆍ식당(직원, 보호

자) 22개(44.9%)ㆍ영안실 21개(42.9%)ㆍ기타수익사업은 10개(20.4%) 

순이었으며 기타수익사업은 주차장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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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아웃소싱분야 실태 조사

(계 속)

분  야   구   분 실시 병원 비율(%)

시설관리분야 ① 청소 49 100.0

② 건물유지보수 18  36.7

③ 경비 34  69.4

④ 차량(구급차 등) 17  34.7

⑤ 기타업무(전화) 6  12.2

물류분야 ① 급식(환자식) 20  40.8

② 원내배송 7  14.3

③ 창고관리 0   -

④ 구매 1   2.0

⑤ 기타업무 0   -

정보시스템분야 ① 전산시스템 9  18.4

② 전산프로그램 11  22.4

③ 네트워크 10  20.4

④ PC/Printer유지보수 15  30.6

⑤ 기타업무 2   4.0

원무분야 ① 진료비수납 1   2.0

② 진료예약 3   6.1

③ 미수금관리 1   2.0

④ 보험심사 0   -

⑤ 기타업무 0   -

진료 / 간호분 야 ① 임상검사 1   2.0

② 방사선검사 0   -

③ 기타 특수검사 1   2.0

④ 간호보조 11  22.4

⑤ 간호업무 0   -

⑥ 기타업무 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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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립형태 별 아웃소싱 분야 현황

설립형태 별로 현재 아웃소싱의 실시분야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은 청소 

24개(100.0%)-경비 17개(70.8%)-영안실ㆍ매점 12개(50.0%)-식당

(직원, 보호자) 9개(37.5%)-차량ㆍ급식(환자식) 8개(33.3%)-건물유지

보수 7개(29.2%)-PC/Printer유지보수 5개(20.8%) 병원 순으로 현재 실

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은 청소 9개(100.0%)-경비ㆍ매점 5개(55.6%)-

영안실ㆍ급식(환자식)ㆍPC/Printer유지보수 4개(44.4%)-건물유지보수ㆍ

차량ㆍ식당(직원, 보호자)ㆍ전산시스템ㆍ간호보조 3개(33.3%) 병원 순임

을 알 수 있다. 또 특수법인은 청소 8개(100.0%)- 건물유지보수 7개

(87.5%)- 경비ㆍ급식(환자식) 5개(62.5%)-PC/Printer유지보수ㆍ네트

워크ㆍ매점ㆍ식당(직원, 보호자) 4개(50.0%) 순이었으며, 재단법인은 청

소 6개(100.0%)-경비 5개(83.3%)-원내배송ㆍ매점ㆍ식당(직원, 보호자) 

3개(50.0%)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립ㆍ지방공사의 경우 청소ㆍ경비ㆍ전산

시스템ㆍ전산Programㆍ매점ㆍ식당(직원, 보호자)을 2개(100.0%) 병원에

서 실시 중임을 알 수 있다(표 21).

분  야   구   분 실시 병원 비율(%)

총무 및 기타 ① 홍보 0   -

② 인사 0   -

③ 사무보조 3   6.1

④ 경리업무 0   -

⑤ 기타업무 1   2.0

수익사업분야 ① 영안실 21  42.9

② 매점 26  53.1

③ 식당(직원, 보호자) 22  44.9

④ 기타수익사업 1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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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설립형태별 아웃소싱 실시분야 현황

(계속)

아웃소싱 실시

병원수(실시비율,%)

학교
법인

의료
법인

특수
법인

재단
법인

국립,
지방공사

계(%)

24(100.0) 9(100.0) 8(100.0) 6(100.0) 2(100.0) 49(100.0)

시설관리 분야

청    소 24(100.0) 9(100.0) 8(100.0) 6(100.0) 2(100.0) 49(100.0)

건물유지보수  7( 29.2) 3( 33.3) 7( 87.5) - 1( 50.0) 18( 36.7)

경    비 17( 70.8) 5( 55.6) 5( 62.5) 5( 83.3) 2(100.0) 34( 69.4)

차량(구급차 등)  8( 33.3) 3( 33.3) 3( 37.5) 2( 33.3) 1( 50.0) 17( 34.7)

기타업무(전화)  4( 16.7) 1( 11.1) 1( 12.5) - -  6( 12.2)

물류 분야

급식(환자식)  8( 33.3) 4(44.4) 5(62.5) 2(33.3) 1(50.0) 20(40.8)

원내배송  2(  8.3) - 2(25.0) 3(50.0) -  7(14.3)

구    매  - - 1(12.5) - -  1( 2.0)

정보시스템 분야

전산시스템  2( 8.3) 3(33.3) 2(25.0) - 2(100.0)  9(18.4)

전산Program  3(12.5) 2(22.2) 3(37.5) 1(16.7) 2(100.0) 11(22.4)

네트워크  3(12.5) 2(22.2) 4(50.0) -  1(50.0) 10(20.4)

PC/Printer유지보수  5(20.8) 4(44.4) 4(50.0) 1(16.7)  1(50.0) 15(30.6)

기타업무  - 1(11.1) 1(12.5) -  -  2( 4.0)

원무 분야

진료비수납 - - - - 1(50.0) 1( 2.0)

진료예약 1( 4.2) 1(11.1) - - 1(50.0) 3( 6.1)

미수금관리 - - - - 1(50.0) 1( 2.0)

진료/간호 분야

임상검사 - - - - 1(50.0)  1( 2.0)

기타 특수검사 - - 1(12.5) - -  1( 2.0)

간호보조 4(16.7) 3(33.3) 1(12.5) 2(33.3) 1(50.0) 11(22.4)

기타업무 2( 8.3) 1(11.1) 1(12.5) - -  4( 8.2)



- 40 -

다. 서울ㆍ수도권ㆍ지방의 아웃소싱 실태 비교

아웃소싱 실태에 대하여 서울과 인천ㆍ경기도의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

을 구분하여 실시비율로 비교한 결과 서울의 경우 아웃소싱을 하는 15개 

병원 중 청소 15개(100.0%)ㆍ경비 11개(73.3%)ㆍ영안실 8개(53.3%)ㆍ

매점 8개(53.3%)ㆍ건물유지보수ㆍ급식(환자식) 6개(40%) 병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12개 병원 중 청소 12개(100.0%)ㆍ경비 8개

(66.7%)ㆍ식당(직원, 보호자) 8개(66.7%)ㆍ매점ㆍ급식(환자식) 7개

(58.3%) 병원 순이었다. 또 지방의 경우 22개 병원 중 청소 22개

(100.0%)ㆍ경비 15개(68.2%)ㆍ매점 11개(50.0%)ㆍ영안실 9개

(40.9%)ㆍ차량(구급차 등) 9개(40.9%) 병원으로 조사되었다(표 22).

아웃소싱 실시

병원수(실시비율,%)

학교
법인

의료
법인

특수
법인

재단
법인

국립,
지방공사

계(%)

24(100.0) 9(100.0) 8(100.0) 6(100.0) 2(100.0) 49(100.0)

총무 및 기타

사무보조  1( 4.2) - 1(12.5) - 1(50.0) 3( 6.1)

기타업무  - 1(11.1) - - - 1( 2.0)

기타 수익사업분야

영 안 실 12(50.0) 4(44.4) 2(25.0) 2(33.3) 1(50.0) 21(42.9)

매    점 12(50.0) 5(55.6) 4(50.0) 3(50.0) 2(100.0) 26(53.1)

식당(직원,보호자)  9(37.5) 4(44.4) 4(50.0) 3(50.0) 2(100.0) 22(44.9)

기타수익사업  4(16.7) 4(44.4) 1(12.5) 1(16.7) - 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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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서울ㆍ수도권ㆍ지방의 아웃소싱 실태 비교

아웃소싱 실시

병원수(실시비율,%)

서울 인천ㆍ경기 지방 계(%)

15(100.0) 12(100.0) 22(100.0) 49(100.0)

시설관리 분야

청    소 15(100.0) 12(100.0) 22(100.0) 49(100.0)

경    비 11 (73.3)  8( 66.7) 15( 68.2) 34( 69.4)

건물유지보수  6( 40.0)  5( 58.3)  7( 31.8) 18( 36.7)

차량(구급차 등)  5( 33.3)  3( 25.0)  9( 40.9) 17( 34.7)

기타업무(전화)  4( 26.7)  1(  8.3)  1(  4.5)  6( 12.2)

물류 분야

급식(환자식) 6(40.0) 7(58.3) 7(31.8) 20(40.8)

원내배송 2(13.3) - 5(22.7)  7(14.3)

구    매 1( 6.7) - -  1( 2.0)

정보시스템 분야

PC/Printer유지보수 5(33.3) 5(41.7) 5(22.7) 15(30.6)

전산Program 3(20.0) 5(41.7) 3(13.6) 11(22.4)

네트워크 3(20.0) 5(41.7) 2( 9.1) 10(20.4)

전산시스템 2(13.3) 4(33.3) 3(13.6)  9(18.4)

원무 분야

진료비수납 - 1( 8.3) -  1( 2.0)

진료예약 2(13.3) 1( 8.3) -  3( 6.0)

미수금관리 - - 1( 4.5)  1 (2.0)

진료/간호분야

간호보조 2(13.3) 5(41.7) 4(18.2) 11(22.4)

임상검사 - - 1( 4.5)  1( 2.0)

기타 특수검사 - - 1( 4.5)  1( 2.0)

총무 및 기타

사무보조 - 3(25.0) - 3( 6.0)

기타수익사업분야

매    점 8(53.3) 7(58.3) 11(50.0) 26(53.0)

식당(직원,보호자) 6(40.0) 8(66.7)  8(36.4) 22(44.9)

영 안 실 8(53.3) 4(33.3)  9(40.9) 21(42.8)

기타 수익사업 6(40.0) 2(16.7)  2( 9.1) 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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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웃소싱 분야별 실시 정도

아웃소싱 분야별 실시 정도를 병상수, 설립형태, 지역, 도입 이후 경과 

시기 별로 조사한 결과, 병상수는 700~799병상에서 원무분야를 제외하고

는 평균이상의 아웃소싱을 실시하였으며, 설립형태는 국립/지방공사가 물

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평균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또 지역별

로는 경인지역이 모든 분야에서 평균점 이상이었으며, 도입이후 경과시기

에서는 6~10년의 병원이 모든 분야에서 평균이상의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3).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600~699병상과 700~799병상, 국립/지방공사와 

특수법인, 서울지역, 아웃소싱 실시시기가 6~10년인 병원이 평균 이상이

었으며, 물류분야는 700~799병상과 1000병상 이상, 특수법인과 재단법

인, 6~10년과 11~15년 이상 아웃소싱을 실시한 병원이 평균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또 평균점 이상으로 조사된 것은 정보시스템분야에서 1000병

상 이상ㆍ국립/지방공사ㆍ경인지역ㆍ11~15년인 병원이었으며, 수익사업 

분야는 700~799병상ㆍ국립/지방공사ㆍ서울지역ㆍ11~15년인 병원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3. 아웃소싱 분야별 실시 정도                          단위 : 평균

(계 속)

변 수 응답
병원

시설
관리 물류 정보

시스템 원무 진료
간호

총무
기타

수익
사업

병상수

500 ~ 599 15 2.0 0.3 0.6 0.2 0.3 0.1 1.0

600 ~ 699 7 2.3 0.7 0.3 - 0.4 - 1.9

700 ~ 799 11 2.5 0.8 1.4 - 0.5 0.3 2.1

800 ~ 899 4 1.5 0.3 0.3 - 0.3 - 0.8

900 ~ 999 6 2.0 0.5 0.7 - 0.3 - 1.0

1000 이상 6 2.0 0.8 2.7 0.2 0.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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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웃소싱 실시정도의 영향 요인 분석

아웃소싱 실시정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한 결과 병상수와 설립형태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

머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4). 

병상수에서 100병상이상인 병원이 아웃소싱 실시 정도가 많았으며, 설

립형태에서는 특수법인과 국립지방공사가 높게 나타났다. 아웃소싱 도입이

후 경과 시기에서 6~10년이 7.19점,  성과에서는 비용절감이 6.50점, 도

입 시 어려운 점으로는 업무의 질 문제가 7.10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변 수 응답
병원

시설
관리 물류 정보

시스템 원무 진료
간호

총무
기타

수익
사업

설립형태

학교법인 24 2.1 0.4 0.5 - 0.3 0.1 1.3

의료법인 9 2.1 0.4 1.3 0.1 0.4 0.1 1.7

특수법인 8 2.3 1.0 1.8 - 0.4 0.1 1.4

재단법인 6 1.8 0.8 0.3 - 0.3 - 1.5

국립/지방공사 2 3.0 0.5 3.0 1.5 1.0 0.5 2.5

지역별

서  울 16 2.2 0.6 0.9 0.1 0.3 - 1.8

경  인 12 2.1 0.6 1.6 0.2 0.5 0.3 1.6

지  방 21 2.1 0.6 0.6 0.1 0.3 0.1 1.1

도입이후 경과 시기

1 ~ 5년 16 1.9 0.6 0.7 0.1 0.3 0.1 1.3

6 ~ 10년 16 2.6 0.7 1.3 0.1 0.5 0.1 1.6

11 ~ 15년 6 1.8 0.7 1.5 - - - 2.3

15년 이상 10 1.9 0.4 0.4 0.1 0.4 - 1.0

무응답 1 1.0 - 2.0 - - - -

평균 2.1 0.6 1.0 0.1 0.4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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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아웃소싱 실시정도의 영향요인 분석      단위 : 평균±표준편차

 (계 속)

특성 응답수(%) 평균±표준편차

병상수 F=2.49*

   500 ~ 599 15(25.9) 4.60±3.66

   600 ~ 699  7(12.1) 5.86±3.29

   700 ~ 799 11(19.0) 7.73±3.00

   800 ~ 899  4( 7.0) 3.00±2.45

   900 ~ 999   6(10.3) 5.00±2.28

   1000 이상   6(10.3) 8.50±4.51

설립형태 F=2.94*

   학교법인 24(41.4) 4.79±3.18

   의료법인  9(15.5) 6.33±4.06

   특수법인  8(13.8) 7.63±3.50

   재단법인  6(10.3) 5.17±2.79

   국립/지방공사  2( 3.4) 12.00±2.83

지역별 F=0.88

   서  울 16(27.6) 6.13±4.13

   경  인 12(20.7) 6.83±4.34

   지  방 21(36.2) 5.14±2.67

도입이후 경과 시기 F=1.16

    5년 이하 16(32.7) 5.25±4.02

    6 ~ 10년 16(32.7) 7.19±3.47

   11 ~ 15년  6(12.2) 6.67±3.93

   15년 이상 10(20.4) 4.50±2.76

   무응답  1( 2.0) 4.00±

도입 후 성과 F=1.18

   비용절감 26(53.1) 6.50±3.37

   인력/조직의 효율적운영 17(34.7) 5.76±3.87

   업무의 질 향상  3( 6.1) 3.00±1.73

   기  타  3( 6.1) 4.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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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5

바. 아웃소싱 분야별 향후 도입 계획

아웃소싱 분야별 실시 정도를 병상수, 설립형태, 지역, 해당분야 기실시 

여부, 인건비 비율, 아웃소싱 실시 규모별로 조사한 결과, 병상수는 

700~799병상에서 7개 분야업무에  향후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설

립형태에서는 7개 분야에 향후 아웃소싱을 도입할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서울지역과 현재 아웃소싱을 실행 중인 병원에서는 진료/

간호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도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인건비 비율별로는 51~60%인 병원과 아웃소싱 실시 규모가 1~5개인 

병원들이 7개 분야에 향후 도입 계획이 있다. 

특성 응답수(%) 평균±표준편차

어려웠던 점 F=1.88

    업무의 질 문제 20(40.8) 7.10±3.71

    노조의 반대 14(28.6) 4.29±3.10

    직원과의 갈등  9(18.4) 5.78±2.11

    업체 선정 문제  5(10.2) 6.60±5.37

    경영진의 이해 부족  1( 2.0) 1.00±

경영진의 만족도 F=0.177

    만    족 22(44.9) 5.64±4.05

    보    통 25(51.0) 6.16±3.40

    불 만 족  2( 4.1) 5.00±1.41

직원의 만족도 F=0.630

    만    족 17(34.7) 6.59±4.09

    보    통 22(44.9) 5.27±3.48

    불 만 족 10(20.4) 6.00±3.16

계 4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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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아웃소싱 분야별 향후 도입 계획

변 수 응답
병원

시설
관리 물류 정보

시스템 원무 진료
간호

총무
기타

수익
사업

병상수

500 ~ 599 18 2( 11.1) 1( 5.6) 1( 5.6) - - - 3(16.7)

600 ~ 699 10 - 1(10.0) - - 1(10.0) - -

700 ~ 799 11 11(100.0) 5(45.5) 6(54.5) 2(18.2) 1( 9.1) 4(36.4) 4(36.4)

800 ~ 899 6 - - - - - - -

900 ~ 999 7 2( 28.6) 1(14.3) - - - - 2(28.6)

1000 이상 6 2( 33.3) - - - - - -

설립형태

학교법인 30 13(43.3) 7(23.3) 7(23.3) 2( 6.7) 1( 3.3) 4(13.3) 8(26.7)

의료법인 10 2(20.0) - - - 1(10.0) - 1(10.0)

특수법인 9 - - - - - - -

재단법인 6 2(33.3) 1(16.7) - - - - -

국립/지방공사 3 - - - - - - -

지역별

서  울 18 9(50.0) 4(22.2) 5(27.8) 2(11.1) - 3(16.7) 7(38.9)

경  인 13 1( 7.7) - - - - - -

지  방 27 7(25.9) 4(14.8) 1( 3.7) - 2( 7.4) 1( 3.7) 2( 7.4)

해당분야 기실시 여부

실  시 49 14(28.6) 7(14.3) 7(14.3) 2( 4.1) - 3( 6.1) 9(18.4)

미실시  9  3(33.3) 1(11.1) - - 2(22.2) 1(11.1) -

인건비 비율

40% 이하  8 1( 12.5) - - - 1(12.5) - 1(12.5)

41 ~ 50% 34 3(  8.8) 2( 5.9) - 1( 2.9) - - -

51 ~ 60% 13 13(100.0) 6(46.2) 7(53.8) 1( 7.7) 1( 7.7) 4(30.8) 6(46.2)

61% 이상  3 - - - - - - 2(66.7)

아웃소싱 실시 규모별

미실시  9 3(33.3) 1(11.1) - - 1(11.1) 1(11.1) -

1 ~ 5개 25 7(28.0) 4(16.0) 3(12.0) 1( 4.0) 1( 4.0) 3(12.0) 8(32.0)

6 ~ 9개 16 5(31.3) 3(18.8) 4(25.0) 1( 6.3) - - 1( 6.3)

10개 이상  8 2(25.0) - - - - - -

계 58 17 8 7 2 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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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5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의 도입실

태와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국 83개 병원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

료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 아웃소싱 

실시여부, 아웃소싱 실시병원의 현황 및 만족도, 향후 도입 계획 및 아웃

소싱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58개병원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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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병원 내 아웃소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의 종

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500병

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병원내의 아웃소싱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기에 이 연구 결

과와 직접적인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설문에 대한 일부 항목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조사대

상자의 개인의견이 병원의 특성에 반영되었거나, 답변 중 중복 응답이 있

어 통계처리 시 고려하지 못한 것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넷째, 미응답 병원의 경우 아웃소싱이 미진하여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비교적 아웃소싱이 잘되어있는 병

원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종합병

원 전체의 아웃소싱 정도를 일반화하기에 일부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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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실태를 조사하여 개괄적이나마 일반적인 사항을 비교 분석함으로

써 현재 병원내의 아웃소싱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아웃소싱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갈수록 악화되는 병원 경영여건과 법적, 제도적 규제 속에서 병원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병원의 핵심 업무인 의료서비스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의 적

극적 도입이 현 병원계에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

은 아웃소싱을 청소, 경비용역이나 하청 같은 경비절감을 위한 수단으로밖

에 인식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새로운 경영기법으로서 아웃소싱을 이

해하고 도입하여 병원의 핵심역량인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아웃소싱의 실시에서 58개 응답병원 중 49개(84.5%)의 병원이 현재 실

시 중이었으며, 700~799병상과 10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아웃소싱 실시

율이 높았으며,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의 아웃소싱 실시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웃소싱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37개(75.5%) 병원이 아

웃소싱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1995~99년에 17개(34.7%)의 병원이 집중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교법인과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대형

병원을 경쟁적으로 신설하면서 여러 업무분야에 아웃소싱을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e-비지니스와 아웃소싱 전략(안준모, 2002)에 의하면 1990

년대 초반 이후 아웃소싱 산업규모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다. 안준모의 연구는 아웃소싱관련 산업의 규모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 90년대 이후 아웃소싱을 도입한 병원이 75.5%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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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우리나라 아웃소싱 현황과 과제(류재헌, 1998)에 의하면 일반기업이 아

웃소싱을 활용하는 이유로 비용절감, 외부 전문성 활용, 핵심업무의 집중 

순서로 조사된 바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아웃소싱 실시 이유로 비

용절감 42개(58.7%), 인력/조직의 축소 32개(65.3%), 외부 전문성활용 

21개(42.9%)병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웃소싱 도입 후 성과에서도 비

용절감효과 24개(49.0%),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17개(34.7%) 병원 

순으로 조사되어 비용절감이 아웃소싱 실시의 가장 큰 이유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아웃소싱의 실시 이유와 동일하게 병원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원 만족도 향상의 항목

에는 응답자가 전혀 없었고, 환자만족도 향상과 업무의 질 향상에 대한 항목

도 응답수가 적게 조사되어 아웃소싱의 도입이 비용절감 및 인력/조직의 효율

적 운영에 많은 성과가 있으나 업무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아웃소싱의 영역을 현

재보다 더욱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 실시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병원에서 아웃소싱업체 선정 기

준으로는 업무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도입 시 노조의 반대로 인하여 아웃소싱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조는 아웃소싱의 도입이 노동

조합 조직 약화의 원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 현

재 아웃소싱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병원직원은 아웃소싱업체의 직원과의 조직적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과의 이질감에서 오는 갈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박진수, 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웃소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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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문제로 경영자의 인식 부족과 노동조합의 반대, 전문기업의 부

족, 제도적 차별 등을 지적 하였는바 본 연구의 결과 아웃소싱의 도입 시 

어려움으로 업무의 질 저하와 노조의 반대로 조사되어 향후 아웃소싱 도입 

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아웃소싱의 만족도에서 경영진이 직원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으

며, 경영진과 직원 모두 1000병상 이상과 총 실시 건수 11~15개인 병원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병상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아웃소싱의 

도입 업무가 많으며 직원, 경영진 모두 아웃소싱의 실시에 만족함을 의미한

다. 경영진은 서울지역, 도입시기가 11~15년된 병원, 비용절감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직원은 경인지역, 6~10년된 병원, 인력/조직의 효율

적 운영에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향후 아웃소싱 추가/신규 도입여부에서 살펴보면 1000병상이상, 서울지

역, 인건비 비율 51%이상인 병원에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실시 업무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추가

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병원경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박관현, 2000)에 의하면 병원에서의 

아웃소싱의 도입 분야가 청소, 세탁, 경비, 시설유지관리 등 단순노무적 업

무에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설관리 분야인 청소ㆍ경

비업무와 수익사업인 영안실ㆍ매점ㆍ식당(직원, 보호자)에 대한 아웃소싱

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병원에서 청소, 경비, 급식(환자식), 건물

유지보수 업무 등 단순 노무업무를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한 것으로 조

사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도입예정 분야는 물류분야와 정보시스템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아 점차 아웃소싱이 단순노무적 업무에서 전문적 업무로 확대되어 나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변수별로 비교한 결과 700~799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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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서울지역, 현재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 인건비 비율 

51~60%, 아웃소싱 실시 업무가 1~5개인 병원들이 아웃소싱을 모든 분야

에서 도입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인건비 비율이 높은 병원과 

아웃소싱업무가 아직 적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의 업무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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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갈수록 악화되는 병원경영여건 하에서 병원의 핵심업무인 의

료서비스에 역량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의 도입

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500병상 이상의 83개 종합병원의 아웃소싱(외주화) 현

황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웃소싱 현황을 보면, 49개 병원(84.5%)에서 아웃소싱을 시행 중이

었으며 이중 36개(73.5%) 병원은 1990년 이후 도입하였다. 아웃소싱을 

실시한 이유로는 비용절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보다 전문적인 분야

의 아웃소싱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공급업체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또 업무의 질 문제와 노조의 반대가 아웃소싱 도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병원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할 때 업무의 질이 저하

되지 않도록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도입 시 노조의 반대로 인하여 아웃소싱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조는 아웃소싱의 도입이 노동조합 약화의 원인으로 인식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아웃소싱 실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경영진의 만족도 점수는 

3.43으로 병원직원의 만족도 점수는 3.14로 조사되었는데 경영진이 병원

직원에 비하여 아웃소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 설립형태별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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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재단법인의 경우 경영진과 병원직원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4. 아웃소싱의 도입 필요성과 추가/신규 도입계획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병원이 아웃소싱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추가/신규 도입

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현재 실시 중인 아웃소싱의 분야는 

아직 청소, 세탁, 경비, 급식(환자식), 시설유지관리 등 단순 노무업무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향후 도입예정 분야는 정보시스템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아 점차 아웃소싱이 단순 노무업무에서 전문적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웃소싱에 대한 경영진과 직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웃소

싱이 단지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방법이 아니라 병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웃소싱을 통하여 업무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와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공급업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병원

들 간의 아웃소싱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아웃소싱하여

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

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아웃소싱의 공감대를 형성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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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과 중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동대문병원에 근무하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병원행정을 전공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아웃소싱(외주) 활용 현황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병원경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옳고 틀린 답이 없으며 오직 귀하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

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어떤 다른 목적에도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질문의 내용에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FAX, 동봉된

봉투 혹은 E-mail상의 “보낸 사람에게 회신”을 이용하여 5월 30일 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병원의 발전과 귀하의 가정에 번영을 기원합니다. 

    **  설문목차 **

  A. 일반적 특성

  B. 아웃소싱의 현황

  C. 아웃소싱의 향후 계획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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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음은 귀하와 귀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란에 내용을 기입하시거나 해당항목에 ☑표시를 하십시오.

※ 본 설문조사에서 아웃소싱이라 함은 병원의 여러 부문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청, 외주용역, 업무대행, 인재파견, 컨설팅,

분사화 등으로 조직 기능과 업무를 장기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1. 귀 병원의 가동병상 수는?                          병상      

 A2. 귀 병원의 직원 현황은?

  정규직: _____명,  임시직: _____명,  계약직: ____명,  기타: _____명 

 A3. 귀 병원의 설립형태는?

  □① 학교법인  □② 재단법인  □③ 국ㆍ공립병원  □④ 의료법인 

  □⑤ 지방공사  □⑥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⑦ 기타     

 A4. 귀 병원에서 인건비가 전체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① 40%이하    □② 41~50%    □③ 51~60%    □④ 60%이상

 A5. 귀하의 근무부서와 직위는?

    근무부서: _____________과(팀)      직위: _________________

 A6. 귀하께서 현 직장에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 직장에 _____________년        현재부서에 ____________년

 A7.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A8. 귀하의 나이는?   만                  세  

 A9. 귀 병원에서는 현재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 B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A10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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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 아웃소싱을 실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답하신 후 C1으로 가십시오)

  □① 지금까지 아웃소싱을 전혀 검토해 본적이 없어서

  □② 병원의 인력이나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③ 믿을만한 아웃소싱 업체를 찾지 못해서

  □④ 업무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

  □⑤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⑥ 노조의 반대로

  □⑦ 기타                                          

  B. 다음은 귀 병원의 아웃소싱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란에 내용을 기입하시거나 해당항목에 ☑표시를 하십시오.

B1. 귀 병원에서 아웃소싱을 최초로 도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도

B2. 귀 병원에서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3 가지를 선택 

해주십시오.

  □①  비용절감        

  □②  외부 전문성 활용       

  □③  인력/조직의 축소  

  □④  핵심업무 집중   

  □⑤  관리의 복잡성 회피     

  □⑥  업무의 질 향상

  □⑦  경쟁력 강화     

  □⑧  노조의 약화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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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귀 병원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한 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용절감효과                □② 업무의 질 향상       

  □③ 환자만족도 향상             □④ 직원만족도 향상   

  □⑤ 인력/조직의 효율적 운영     □⑥ 기타                   

B4. 귀 병원에서 아웃소싱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5. 귀 병원에서 아웃소싱업체와의 계약은 평균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이상

B6. 귀 병원이 가장 중요시 고려하는 아웃소싱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업체규모   □② 전문성   □③ 인지도   □④ 신용도        

  □⑤ 계약실적       □⑥ 기타                    

B7. 귀 병원에서 아웃소싱 실시와 관련하여 이제껏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직원과의 갈등    □② 경영진의 이해부족   □③ 업체선정 문제 

  □④ 업무의 질 문제   □⑤ 노조의 반대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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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귀 병원의 아웃소싱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B9. 귀 병원의 아웃소싱에 대한 병원 직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C문항으로 가십시오

C. 다음은 아웃소싱에 대한 귀 병원의 향후계획과 귀하의 의견에 관  

한 문항입니다. 해당 란에 내용을 기입하시거나 해당항목에 ☑표시

를 하십시오.

C1. 귀 병원에서는 향후 아웃소싱을 추가 또는 신규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2. 귀하는 병원업무 중 일부업무의 아웃소싱이?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C3. 귀 병원에서 현재 아웃소싱을 하거나 실시 예정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또 계약직을 고용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해당항목에 ☑표시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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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구 분
아웃소싱 계약직 

고용현재 실시 실시 예정

시설관리

분  야

①청소

②건물유지보수

③경비

④차량(구급차 등)

⑤기타업무

물류분야

①급식

②원내배송

③창고관리

④구매

⑤기타업무

정보시스템

분  야

①전산시스템

②전산Program

③네트워크

④PC/Printer유지보수

⑤기타업무

원무분야

①진료비수납

②진료예약

③미수금관리

④보험심사

⑤기타업무

진료 / 간호

분  야

①임상검사

②방사선검사

③기타 특수검사

④간호보조

⑤간호업무

⑥기타업무

총무 및 

기타

①홍보

②인사

③사무보조

④경리업무

⑤기타업무

기타

수익사업

분  야

①영안실

②매점

③식당(직원,보호자)

④기타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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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 회신을 원하시는 분은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를 8월 중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주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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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tsourcing in hospital services ;

                          Experience of korean hospitals

                                                  Tae-Hoon N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e-Young Kang, Ph.D.)

This study is on the situation of outsourcing in general hospitals 

in order to develop their efficient management. Becau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t strategic outsourcing for the purpose of 

being intense their competitive management with concentrating upon 

medical service is an essencial part in hospital.

Since 1990, the rate of outsourcing introduction in general 

hospital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ll over the country. But 

social systems, laws, and services of korea for this outsourcing 

have not been developed. Moreover, most hospitals themselves have 

little cognition of its necessity, and still managed it as a part of 

human resources towards reduction expenses.

A structured survey to be filled out by the individual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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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distributed to people in charge of outsourcing management at 

83 hospitals with more than 500beds throughout korea from April 

25 to May 20, 2003.

The present study was done with the returned survey from 58 

hospitals. We first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realities of 

outsourcing in general hospitals, and then analyzed the charactor of 

hospitals in putting outsourcing through mutual relation by the form 

of establishment and by the region. And lastly, we compared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it.

The result of survey is as follows;

1. As the present situation of outsourcing was inspected, 84.5% of 

hospitals has been in force, more particularly 73.5% of them since 

1990. The great cause of execution was on account of reduction 

expenses. And the selection standard of an enterprise supplied with 

outsourcing was paid much attention to its specialty. On the other 

said, the matter of affairs in quality and the resistance of a labor 

union were an obstacle against introduction of outsourcing.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degree on satisfaction in 

outsourcing practice was higher in people with the right of 

management (3.43 point) than in staff (3.08 point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by the form of establishment, in case of a foundation 

was lower than the average points both the board of management 

and the staff.

3. As the result of a surveying about a necessity and a new 

additional plan on introduction of outsourcing was analyz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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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part of hospitals was showed their plan with the intention of 

outsourcing practice. And as for an expected field on introduction 

was focu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area as one of 

specialization.

From these results, the competitive power in general hospitals 

would need the appreciation of outsourcing as a strategic for an 

effectiv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ver a long term not a 

temporary means with the purpose of structual adjustment in 

hospitals.

Further m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affairs 

through outsourcing practice and hold experience and information 

about outsourcing in common by building up the foundation of 

supply enterprise, so that clients and staff may elevate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 next, we must convert awareness on outsourcing and try to 

form sympathy on it by putting correct and objective estimation 

about the duty in own charge.

Each specific subject in the present study needs to be examined 

in-depth in future studies.

                                                                    

key words :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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