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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서 병원에서도 일반 기업에서와 같이 CRM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환경

에서 병원의 CRM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현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와 같이 구축․운영 중인 병원 CRM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한 CRM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요인 분석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의 중요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요인 간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요인의 분류 외에는 측정변수의 가중치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요인 분석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병원의 CRM시스템의 운용 성과를 측정

하기 위한 주요요인 도출과 가중치 분석을 통해 병원의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용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였다.

1. 서론

현대사회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 그리고 정보과 지식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료분야에도 영향

을 미쳐, 건강추구 와 질병정복 이라는 목표를 갖는

의료경영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

화의 영향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욕구(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고객(환자)중심의 마케팅(Customer

Oriented Market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따라

서 병원도 기업과 같이 병원의 경쟁력을 위해 고객관

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CRM)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

문에서는 첫째, 병원CRM 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한

방법론의 정립과 둘째, 실제 현장에서의 운용 데이터

를 기초한 성과측정 요인의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요인들 사이의 관계(가중치)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2. 이론 연구

2.1 병원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병원CRM시스템이란 환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의료 서

비스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 시켜 기존 환자와의 관계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환자의 지속적인 창출

을 통해 병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병원 CRM 시스템은 주

치의 개념의 가정의 분야, 건강검진 및 경증의 만성

질환 , 치과 분야, 피부·성형 분야, 계속관찰을 요하

는 소아과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분야에서는 CRM 서비스는 진료예약,

검사예약 및 결과통지, 예방접종 안내 그리고 퇴원

후 및 외래 수술 환자 안부 등에 국한 되어 문자서비

스(Small Message Service : SMS)를 통해서 시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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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영역 마케팅 영역 전략적 영역

Ryan

[7]

-지능형고객관리

-정보접근성용이

-신속한S/W개발

-커스터마이즈

Imhof and

Gentry

[2]

-고객정보분석

-고객접점관리

-고객정보확보

-고객데이타 품질

-고객데이타 공유

-고객채널의 통합

Plakoyianaki

and Tzokas

[3]

-학습시장지향

-통합 역량

-분석 역량

-운영 역량

-방향설정 역량

Reppard

[6}

-Front & Back

Office통합기능

Davenport

[12]

-고객구매행동파악

-고객요구사항파악

-고객세분화

-다양한고객정보확보

-고객데이터 분산관리

-적절한기술,프로세스

Payne and

Frow

[1]

CRM의

-전략 개발

-가치 창출

-고객채녈통합

-고객정보관리

-성과측정과정

Eichorn

[4]

-CEO리더십

-조직 문화

-조직구조

-업무절차 변화

-외부고객관련

정보시스템

Winner

[11]

-고객 DB생성과 분석

-목표고객분석과 선정

-고객과의 관계형성

-프라이버시관련이슈 관리

Mark and

Khare

[9]

-CRM비전

-CRM활동

-CRM기반

[표 1] CRM 성공요인

2.2 CRM시스템의 성공요인과 성과

일반적인 연구에서 CRM시스템의 성과로 고객만족

의 증가, 다이렉트 마케팅비용의 감소, 보다 정보화된

판매력,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 그리고 고객획득과 유

지에 대한 낮은 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mhoff & Gentry[2]는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한 혁신과

수정성에 대한 용이성, 전체비용의 감소와 제사용 가능

성, 적절한 고객에 대한 케뮤니케이션 채널의 개발로

고객과 기업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발전된 정보기술로

기업은 고객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함 등을 제시하

고 있다. 그 동안의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CRM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1>와 같이 주로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협의의 개념인 시스템개발 과 관련된 기술적

영역[4]과 고객정보분석과 목표고객선정과 관련된 마케

팅영역, 그리고 광의의 개념인 고객생애가치와 관련된

전략적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성공요인과 성공결과의 인과관계 외에 요인들

사이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가중치의 산출까지 연구 범

위로 삼으려 한다.

3. CRM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한 BSC 프레임워크

CRM시스템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

선 CRM시스템의 운용에 의한 성과를 나타내는 균형

된 성과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성과측정변수의 결정에 있어서의 이론

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요인들도 계량적이고 결과론적인 경향

을 보이고 있다[5].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영전략을 다

양하게 평가하고 추적하기 위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을 정립하고자 한다. 실제로 CRM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은

BSC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BSC는 그 결

과를 재무측면과 비재무적인 측면에서 고객,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효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서 경영

의 전 분야에 걸친 성과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3.1 BSC 프레임워크

BSC에 대한 개념은 1990년 KPMG 사의 연구 프로

젝트인 Study in "Mesuring Performance in the

Organization of the Future"의 결과로 정리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Robert Kaplan 과 David Norton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

과측정 분야를 재무적인 분야 그리고 비 재무적인 지

표로서 고객만족,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분

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10]. BSC모델의 수립과 이를

통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경영성과의 측정을 위해서는

BSC의 지표설정 및 구성 변수의 선정에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BSC 프레임워크 구축 방법

만이 정확한 경영 성과측정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BSC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림 1>과 같

이 진행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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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명
측정변수

요인 적재값 신뢰

계수1 2 3 4 5

프로

세스

요인

프로세스표준화(프5) .664 .211 .155 .036 .160

0.766

개인업무처리(프6) .660 .130 .152 .171 .190

병원 정보흐름 (프4) .655 .308 .179 .096 .204

업무통제능력 (프7) .641 .303 -.011 .188 .069

환자대응시간(프1) .519 -.215 .405 .096 .359

교육

요인

환자요구처리(학7) .185 .747 .188 .106 .020

0.739

병원정보습득(학4) .325 .574 -.001 .150 .114

환자대응업무(학8) .048 .545 .168 .322 .247

부서별업무처리(학1) .224 .479 .211 .183 .421

환자대응능력(학6) .262 .467 .220 .136 .387

환자분석수준(학3) .351 .403 .166 .017 .324

고객

요인

환자불만감소(고5) .015 .210 .672 .263 .088

0.679
재진연계율증가(고3) .161 .060 .664 -.089 .332

정기검진환자(고4) .350 .197 .578 .374 -.142

환자욕구다양화(고10) .197 .436 .538 -.012 .091

재무

요인

순이익증가(재3) .035 .092 .019 .789 .323

0.634매출액증가(재2) .158 .235 .063 .713 .109

신규환자매출(재5) .302 .073 .323 .542 -.158

비용

요인

환자관리비용(재4) .159 .136 .078 .271 .712
0.522

업무처리비용(재6) .294 .242 .107 -.010 .575

[그림 1] 균형성과표(BSC) 프레임워크 구축 절차

4. 연구 결과의 분석

4.1 병원CRM시스템 성과측정요인 추출결과

앞에서 CRM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해서 균형성과

표의 개념을 이용하여 핵심성과요인(KPI)을 기준으로

설문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설문결과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CRM시스템 운용에 따른 성과측

정요인을 재무, 고객,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 및 성장의

4 부문에서 모두 5개의 성과측정요인이 도출 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성과측정요인

대한 고유 값과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각 변수의 설명

력(공통성 : Communality)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성과

측정요인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2> 성과측정요인 분석 결과

주) 크론바흐알파 (Cronbach α) 값은 각 요인들의 신뢰도 측정의

결과이며, 크론바흐 α >0.5 이상의 경우만을 추출한 것임.

4.2 성과측정 요인의 중요도 분석 결과

병원CRM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한 요인별 측정변

수 (KPI)들의 가중치 분석결과는 2차 설문에 참여한

각각의 전문가들에 의한 KPI들의 쌍대비교의 결과로

서 <표 3>에 설명되어있다. 설문결과의 분석에서도

비일관성 (Inconsistency)의 크기가 0.1 보다 작은 결과

들만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표 2>의 요인 내 가중치

의 계산은 각각의 KPI의 가중치 값에 그들이 속하는

요인의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전체적인 중요도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림 4-1>에서는 2차 설문결과를 모든 요인을 종합

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프로 중요도 순위를 설명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모든 측정 변수

(KPI)들의 중요도 순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

다.

[그림 2] 병원CRM시스템 KPI에 대한 AHP 분석결과

5. 결 론

CRM시스템이 필수적인 비즈니스전략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CRM의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현재 병원에서 수행중인 CRM시스템의 진단, 관

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CRM 전략의 평가를 위해

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대개 CRM

시스템의 성공요인의 연구에 집중이 되어있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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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명(3) 측정변수

평가자별 측정값(4)

가중치평

균(1)

요인내순

위

환산가중

치(2)

전체순

위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5 전문가6

프로세스 요인

(0.078)

프5 0.062 0.088 0.097 0.154 0.148 0.140 0.115 4 0.009 18

프6 0.263 0.176 0.263 0.309 0.210 0.191 0.235 2 0.018 12

프4 0.097 0.095 0.063 0.098 0.085 0.093 0.088 5 0.007 19

프7 0.160 0.191 0.160 0.108 0.118 0.171 0.151 3 0.012 15

프1 0.419 0.451 0.419 0.331 0.438 0.405 0.411 1 0.032 9

교육

및

성장

(0.087)

학7 0.044 0.039 0.160 0.166 0.183 0.143 0.123 2 0.011 16

학4 0.062 0.077 0.043 0.097 0.082 0.051 0.069 6 0.006 20

학8 0.096 0.057 0.250 0.268 0.249 0.274 0.199 3 0.017 13

학1 0.157 0.369 0.101 0.084 0.108 0.100 0.153 4 0.013 14

학6 0.392 0.344 0.382 0.303 0.310 0.378 0.352 1 0.031 10

학3 0.249 0.115 0.064 0.082 0.067 0.055 0.105 5 0.009 17

고객

요인

(0.226)

고5 0.160 0.267 0.277 0.175 0.200 0.164 0.207 2 0.047 7

고3 0.467 0.509 0.467 0.428 0.368 0.500 0.457 1 0.103 4

고4 0.277 0.121 0.095 0.233 0.282 0.215 0.204 3 0.046 8

고10 0.095 0.103 0.160 0.164 0.150 0.121 0.132 4 0.030 11

재무

요인

(0.443)

재3 0/297 0.163 0.297 0.387 0.238 0.297 0.280 2 0.124 2

재2 0.540 0.540 0.540 0.443 0.625 0.540 0.538 1 0.238 1

재5 0.163 0.297 0.163 0.169 0.136 0.163 0.182 3 0.080 5

비용 요인

(0.167)

재4 0.667 0.667 0.667 0.667 0.667 0.750 0.681 1 0.114 3

재6 0.333 0.333 0.333 0.333 0.333 0.250 0.319 2 0.053 6

[표 3] 측정 변수 (KPI)별 가중치
주) (1)대적 가중치로 전문가들의 AHP분석에 의해 1차로 도출된 최초의 값

(2)성과요인의 가중치3) 에 측정변수의 가중치4) 를 곱하여 환산한 가중치. ( 예: 프5의 환산가중치 (2) = 프로세스 (3) × 프5 (1) )

서 실제적으로 CRM시스템의 성과 측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론적이고 그리고 경험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병원의 CRM시스템의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 간의 관계 분

석을 통해 각 요인의 중요도를 가중치 도출 방식을 통

해 분석하였다. 그 동안 병원의 CRM시스템의 성공 요

인의 연구가 일천한 것은 사실이다. CRM시스템이 금

융기관 중심으로 많이 도입은 되었지만 병원은 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따라서 성공 요인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병원

CRM시스템 성공 요인의 도출 및 타당성 체크를 통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 그리고 요인의 중요도 분석 결과

는 향후 병원 CRM시스템 성과 측정 지표로 많이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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