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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경제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고객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높아진 기대수준과 함께 의료서비스 기관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 의료기관의 신규 시설투자 요구 등으로 의료서비스 조직은 새로운 경영 패

러다임을 요구받는 경쟁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고객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은 자연스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의료기관이 제

공하던 일방적인 의료서비스를 수동적으로 공급받던 이용고객들은 이제는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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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찾아 선택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조직의 이용고객에 대한 적

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도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내용의 변화에 순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지향적인 노력이 전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현장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욕구에 반응하는 고객관계관리 방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관 종업원들에 대한 고객지

향적 사고와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예측하고 충족시켜 고객만족과 함께 높은 수준의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업원의 노력이 요

구되고 이는 종업원 직무만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인적 서비스이며 고도의 전문지식, 경험 및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를 매개를 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각은

고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이용고객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내부고

객인 의료직, 간호직, 행정직 종업원들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이

러한 의료기관 내부의 노력은 의료기관 종업원들을 최초의 고객으로 보고 그들에

게 서비스 정신이나 고객지향적 사고를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부고객인

이용자들의 만족은 내부고객인 의료기관 종업원들이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인 마

음으로 외부고객을 대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서비스 이용고객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내부고객인

의료기관 종업원의 측면과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 고객

지향성, 종업원 직무만족 그리고 경영성과 등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체계적으

로 살펴보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의료서비스의 경우 내부고객인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와 행동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서비스지향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고객지향성, 종업원 직무만족,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밝

혀 이에 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으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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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의료서비스 품질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환자를 진료하고 그 증세에 따라 적절하게

투약하거나 처리를 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의 모든 서

비스이며, 의료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서비스와 의료이용자가 의료행위를 받게 되

기까지 경험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포함된다(박주희, 1997).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해 Donabedian(1988)은 의료제공자의 측면과 의료이용자

의 측면, 사회적 입장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후 Bopp(1990)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의료전문가의 측면과 의료소비자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며

의료전문가의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품질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구

조, 과정, 결과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소비자의 측면에서 의

료서비스 품질은 매우 기능적인 것으로 이용자가 인지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

다고 하였다.

Woodside(1991)는 의료서비스 품질 구성요인으로 첫째, 결함이 없으면서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둘째, 서비

스 제공 및 운영 방식의 편리성, 셋째, 이용자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

비스 제공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John(1991)의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기술적인 진료와 감성적인 진료, 그리고 기술적인 진료와 감성적인 진료의 상호곱

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기술적인 진료란 진단과 치료과정의 정확성을 의미하며,

감성적인 진료는 병원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 의사-이용자 간의 의사소통 등을 의미한다.

Lytle과 Mokwa(1992)는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 서비스 과정, 물리

적인 환경 등으로 서비스품질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의사와의 관계, 기타 의료진들과의 관계, 물리적인 환경의 세 가지 차원으

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Babakus와 Mangold(1992)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기술적

인 질과 기능적인 질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보건의료조직에 있어 기술적인 질은

진단과 처치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능적인 질은 의료서비스가 이용자에

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Georgette 등(1997)은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은 주로 임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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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진단병명의 정확성, 의료기술의 숙련정도 등을 평가하는 반면, 이용자 측

면에서 의료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 설명하였다. 그는 의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그

것을 느끼지 못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의료산업에서 서비스품질은 이용자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충족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첫째, 의료서비스 품질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의료공급자 중심의 품질과 의료소비자인 이용자가 인지하는

품질로 구분된다. 둘째, 의료서비스 품질은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술적인

질과 기능적인 질로 구분된다. 셋째, 의료서비스 품질은 의료소비자인 이용자가

인지하는 질로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이용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품

질은 기술적인 질보다는 기능적인 질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 서비스지향성에 대한 선행연구

조직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지만, 의도했던

결과를 성취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영자들에 의해 시도

되어진 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의 기본적인 태도나 감

정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박성연과 한지희, 2005). Schneider와

Bowen(1993)은 조직 전반적인 분위기의 한 차원으로 조직의 지향성, 느낌 등을

창출하는 모든 정책, 관행, 절차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서비스지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종업원들의 지각에 의해 가장 잘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한

다.

이처럼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서비스지향성이란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고이며, 두 번째는 서비스지향성이란 종업원들의 지각이나 믿

음, 의견 등에 의해 가장 잘 측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Schneider 등, 1996; Schneider 등, 1992). 이와 같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Lytle

등(1998)은 서비스지향성 요인을 서비스 리더십 관행, 서비스 접점 관행, 서비스

시스템 관행, 인적자원관리 관행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요인으로 열 가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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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 차원에서 Lynn 등(2000)은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은 탁월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정으로서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하여 기업

의 수익, 성장, 고객만족 그리고 충성도를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김재원(2006)은 서비스지향성에 대해 서비스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그리고

경영성과에 대한 관계에서 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 부서간 협력 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유시정과 서현숙(2005)은 서비스지향적

인 시스템에 의한 종업원의 헌신노력이 서비스지향성 향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는 것을 밝혔고, 이재만(2004)의 연구에서도 기업 정책적 부분에서 서비스지향

성에 대한 반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직무만족 차원에서 Babin과 Boles(1996)는 조직의 서비스지향성과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에서 인접동료의 몰입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자의 지원이 작업성과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고현주(2003)는 서비스 지향성 요인들이 직무의 만족과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이 조직의 성과인 고객 만족과 조직의 서비스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Challagalla와 Shervani(1996)는 서비스

지향적 측면에서 관리자의 유형이 종업원 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리자의 적절한 서비스지향적 노력이 종업원 만족과 경영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Hartline과 Ferrell(1996)의 연

구에서도 경영자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몰입, 권한위임이 서비스지향적인 조직분

위기를 이끌어 직무만족과 서비스품질의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고객지향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객지향성이란 기업이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행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고객의 관점에서 인지되고 고객

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Narver와 Slater,

1990).

Saxe와 Weitz(1982)는 종업원이 고객지향적일수록 장기적, 점진적인 고객만족

증진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고객의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동진 등(2005)은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는 고객이 동일한 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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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와 서비스접점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고객지향성은 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Saxe와 Weitz(1982)의 고객지향성 척도 개발 이후 Brown 등

(2002)은 각 분야의 서비스 종업원에게 적용 가능한 고객지향성 척도를 개발하였

는데, 이들은 고객지향성을 직무상황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종업원의

경향으로 정의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종업원 스스로에 대한 믿

음인 욕구 차원과 종업원이 고객과 상호 관계시 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인 즐거움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Donavan 등(2004)은 Brown 등(2002)의 연구를 보완하여 고객지향성의

차원을 강한 친절의 욕구 차원,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려는 욕구, 전달의 욕구, 인

간관계의 욕구의 4가지 차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Deshpande 등(1993)은 기업문

화, 고객지향성, 혁신과 사업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사업성과의 측정은

PIMS 연구의 척도를 근거로 수익성, 규모, 시장점유율 등이 이용되었고, 고객지

향성을 고객이 평가한 경우는 사업성과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기업 스

스로 평가한 경우에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Hauser 등(1996)은 고객지향성을 조직에 깊숙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종업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평가받

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적절한 직무만족

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Hartline 등(2000)은 고객지향적 기업은 차별적 서

비스품질을 전달하고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지만, 기업전체를

통하여 종업원에게 어떻게 이 지향성을 전파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이전 연구(Hartline 등, 1996)의 연장선상에서 관리자

-종업원의 통제메커니즘을 고객지향성의 전략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기

업 내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공유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다.

강두식(2005)의 연구에서는 서비스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서비스지향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성과

를 올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서비스가 매우 감정적인 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최고경영진과 종업원 모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윤성욱과 김수배(2006)는 서비스접점 종업원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고객중심 사고를 가질 때 고객과 기업간의 관계형성도 용이해지고

아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도 영향을 미쳐 종업원의 서

비스지향성은 서비스기업의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Hesk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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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4)은 수년간 서비스기업의 경영현장에서 수집한 방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기업의 성공요인이 강력한 서비스-수익 사슬(service-profit chain)의 구축

과 활용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수익 사슬은 종업원 직무만족과 기

업의 수익성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과 성장은

고객충성도에 의해 촉진되며 이는 기업의 높은 수준의 지원과 정책의 결과인 자

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한 종업원에 의해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석(2002)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는데, 호텔서비스에서

는 서비스지향성이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의료서비스에서는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지향성이 오히려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아직까지 내부고

객의 만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보

다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종업원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대해 Zeithaml(2000)은 서비스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사

기가 사업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비스품질을 향상시

킴으로서 고객만족을 통해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 직무만족을 제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Crosby 등(1990)의 연구에서도 고객에게 있어 종업원은

곧 기업으로 인식되므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는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업원 직무만족은

서비스기업과 같이 인적요소가 특히 중요시되는 기업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고 밝

히고 있다.

송윤헌과 심진보(2006)는 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술과 의료수완, 의료시설의 결

합으로 이루어진 서비스품질만으로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관계중심적인

전 구성원의 내부마케팅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능력과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Hoffman과 Ingram(1991)은 가정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사회교환이론으로 설명하

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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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호혜적이고 지지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간호사들이 심리적인 면에서 직무만

족도가 높을 경우 이용자들을 보살피는 태도가 훨씬 고객지향적으로 바뀌어 더

친절하고 신속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Banker 등(2000)은 종업원 만족에 초점을 맞추어 종업원 만족이 고객만족으로 이

어져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

다. 이 연구에서 종업원 만족과 이직률이 고객만족과 나아가서 매출, 비용에까지 지

속적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학식 등(1999)은 호텔산업의

시장지향성과 사업성과와의 관계성과 매개변수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서비스품질,

고객만족으로 이어져 고객의 애호도로 나타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고객만족

과 사업성과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지향

성과 직무만족,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종업원 직무만족을 위한 마케팅적 노력의 목표는 의료기

관에 최적의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직문화를 적절히 개

발, 유지해나가는 것이며, 단기적인 세부목표는 종업원들이 고객지향적이고 서비

스지향적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종업원들의 직

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는 급여의 수준과 공정성, 근무형태 등 의료기관

의 보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만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으

며(조경숙 등, 1999), 의료서비스 종업원들의 업무만족이 고객만족에 연결된다는

결과도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Linn 등, 1987; Murray, 1988; Weisman 등,

1993). 또한 국립 대학병원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이용자 만족, 경영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직무만족이 높은 병원일수록 이용자 만족 및 경영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조경숙 등, 1999).

5.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Kaplan과 Norton(1992)은 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재무성과 위주의 성과지

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프로세스성과, 혁신 및 학습성과, 고객만족성

과, 재무성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밖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성과에 대한 측정변수 및 변수간

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변수간의 일방적인 관계만이 존

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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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영성과의 첫 번째 유형으로 고객만족 성과를 들 수 있다. Fornell

(1992)은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하는 경우에 기업전체의 입장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하여 고객이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는 경우에 기업

은 저원가의 실현, 실패비용의 감소, 신규고객 유인비용의 감소, 재구매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재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 재무성과는 계량적 수치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와

인지적 성과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계량적 수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며 시장점유율,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을 이용하고 객관적

이며 외부공표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조직특

성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시장의 우발적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나아

가 공표자료의 신뢰성에도 종종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단점이 있다(서창적과 윤영

진, 1998). 반면 인지적 재무성과는 계량치 재무성과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며, 이는 인지된 매출액 증가, 인지된 순이익 증가, 인지

된 시장점유율 증가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영성과에 대해 Rapert와 Wren(1998)은 품질지향적인 전략은 고객

들의 만족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의 향상에 큰 영향력을 가지며, 품질의

효익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는 시장점유율의 확대, 기업전반의 운영성과, 순매출액

의 증가 등과 같은 재무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다. 신금순과 양동우(2007)의 연구에서도 서비스지향성, 고객지향성 등 서비스지

향적인 노력이 재무적, 고객만족 성과로 구성된 창업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품질이 기업성과의 실현에

대하여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연구도 있는데, 이는 실무자들이 품질을 통

한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난다(Rust 등, 1995). Banker 등(2000)은 이를 정리하여 고객만족 및 재무성과와

의 관계는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 함께 각

개념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Nelson 등(1992)은 이용자들의 만족과 병원의 재무성과

간의 영향력을 밝혀냈으며 Anderson 등(1993)과 Boulding 등(1993)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재무성과 이외에도 재이용율 등의 성과변수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Hauser 등(1994)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만족수준에 따른 고객들의 만족수준이 재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객만족과 서비스품질은 고객들의 재구매와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기업의 이익 실현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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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자 중심에서의 연구에서 벗

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의료기관 종업원을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높이

기 위한 의료기관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 의료기관 차원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지

향성과 의료기관 종업원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는 속성인 고객지향성, 종업원 직무

만족 등이 서비스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변수가 의료기관의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

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되며, 조직의 이익과 성장, 고객만족, 고객애호도 등의 성과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tline과 Ferrell, 1996;

Heskett 등, 1997; Lytle 등, 1998). 이러한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은 경영자의 태도

와 행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경영자가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서비스풍토가 달라지게 된다

(Berry 등, 1994; Heskett 등, 1997).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고객화의 정도가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종업원 직무만족과 동기부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우수한 서

비스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요인이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각 변수 속성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적 노력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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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2.1 서비스지향성, 고객지향성, 종업원 직무만족과 관련된 가설
Hallowell 등(1996)과 Zeithaml과 Bitner(1996)는 조직 내부의 서비스품질을 지

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지향적 시스템이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높이며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는 종업원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Dienhart 등(1990)은 서비스 노력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증가할수록 종

업원의 직무몰입, 직무안정, 그리고 팀 지향성은 향상된다고 제안하였으며, 종업

원의 직무몰입, 직무만족, 직무안정성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고객지향성을 나타낸

다고 주장하였다.

Bettencourt와 Brown(1997), Shore와 Wayne(1993)은 종업원들은 조직의 지원

을 지각함으로서 조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밀착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적을 위

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경우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며,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만큼 조직에 이로운 행위로 보상하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되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Hoffman과 Ingram(1991)은 고객지향적인 행동과 보상을 통한 만족 간의 관계를

경험한 종업원들은 계속적인 고객지향적인 행동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높여주어 종업원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였

다. 서창적과 한원윤(2000)도 포괄적인 서비스지향성 요인들이 종업원 직무만족,

고객만족,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은 조직의 서비스지향성과 고객지향성으로부터 애호

도, 고객만족, 성장, 이익과 같은 중요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산출된다고 보고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은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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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업원 직무만족, 고객지향성과 관련된 가설
George와 Grönroos(1991)는 종업원 직무만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적인

지원을 통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이를 서비스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행동으로

의 동기부여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Bitner 등(1990)은 종업원들

의 직무만족도와 종업원들의 서비스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종업

원들은 동기부여가 높아져 고객지향적인 태도와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Dienhart 등(1990)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에 의한 종

업원의 직무몰입도, 직무만족도, 직무안정성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고객지향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Hollowell 등(1996)은 직무만족의 측정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종업원

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교육과 서

비스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인사정책이 종업원들의 고객지향적인 행동을 향상

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기업은 직무만족을 위한 내부마케팅 활동을 통해 보다 서비스

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종업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적절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의료기관의 종업원 직무만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고객지향성, 종업원 직무만족, 경영성과와 관련된 가설
Heskett 등(1997)은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유지가 성과 측면인 고객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장하였다. 서근하(2006)는 고객지향적 변수와 경영성과

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았으며, Rogoff 등(2004)은 관리자와 종업원의 다양한

고객지향적인 노력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Church(1995)는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동으로 인해 경영성

과와의 관계가 유의한 관련성이 지적하며, 직무만족이 높은 종업원들은 동기부여

가 높이 되어 고객지향적인 태도와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외부고객

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iu(2002)의 연구에서도 고객지향적인

마케팅활동 수준이 높은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높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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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Brown 등(2002)의 고객지향성 관련변수가 서비스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성과와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 종업

원의 직무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왔으며, 이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의료기관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의료기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문헌적 고찰을 통해 연구

문제를 확정하였고 이론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

하여 각 구성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가설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은 의료기관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

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경인지역에 위치

한 병원중 병상 100개 규모 이상의 병원급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학병원 4

개, 종합병원 11개, 전문병원 13개를 중심으로 총 28개 의료기관의 종업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당 표본

은 최저 5부, 최고 10부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연구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

원 행정부서 직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총 250부를 배포하여 231부를 회수

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하고 총 21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이용고객에 대한 조사 대신에 의료기관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적인 노력이 최종

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출처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변수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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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측정 이론적 근거

서비스

지향성

(18개

문항)

탁월한 서비스를 창출·전

달하는 서비스 제공행동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정책,

관행, 절차 등이 조직 전반

적으로 수용되는 정도

서비스 리더십, 서비스

보상, 서비스시스템,

고객서비스, 권한위임

등

Lytle 등(1998)

박성연(1999)

윤성준 등(2004)

강두식(2005)

고객

지향성

(14개

문항)

고객의 보다 나은 가치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려는 종

업원의 고객만족 문화로써

기업이 표방하는 서비스지

향성의 수행정도

고객관계, 고객욕구 이

해, 고객전략, 고객관

리, 고객응대 등

Saxe와 Weitz(1982)

Williams(1992)

안운석과 최동춘(2005)

강두식(2005)

종업원

직무만족

(4개

문항)

조직구성원의 직무경험에

따른 평가로 나타나는 구

성원의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감정상태

직장만족, 부서만족,

직무만족, 직속상사만

족

Rust 등(1996)

이학식 등(1998)

안운석과 최동춘(2005)

경영성과

(7개

문항)

종업원들이 지각하는 의료

기관의 성과에 대한 주관

적 평가(각 의료기관별 평

균)

이용자만족, 병원이미

지, 종업원수준, 이용

자 수, 원가절감 수준,

수입(매출), 수익

Slater와 Narver(1994)

이학식 등(1998)

Rapert와 Wren(1998)

안운석과 최동춘(2005)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구대상

이 의료기관의 종업원이며 종업원과 고객에 대한 동시 측정은 다른 자료로 비교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의성이나 고객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측정의 용이성을 위해 종업원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적인 노력과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은 <표 1>과 같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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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회수된 총 231명의 표본 중 불성실 응답 14명을 제외

한 217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합 계

성 별
남 32 9 25 66 (30.4%)

여 58 30 63 151 (69.6%)

근무부서

행정직 27 8 5 40 (18.4%)

간호직 52 19 70 141 (65.0%)

의료직 11 12 13 36 (16.6%)

근속년수

5년 미만 50 23 16 89 (41.0%)

5년-10년 미만 10 6 43 59 (27.2%)

10년 이상 30 10 29 69 (21.8%)

합 계 90 (41.5%) 39 (18.0%) 88 (40.6%) 217 (100%)

표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전체응답자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가 절반 이상인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간

호직 등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근무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직이 18.4%, 간호직이 65.0%, 의료직이 16.6%를 차지하고 있어 간

호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근속년수는 5년 미만이 전체

41.0%, 5년-10년 미만이 27.2%, 10년 이상이 21.8%를 차지하고 있어 5년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병원종별로는 전문병원이

41.5%, 종합병원이 18.0%, 대학병원이 40.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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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성검증, 연구모형의

주요 개념구성 간의 관계와 가설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은

AMOS 5.0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한 척도의 정제 절차 적용을 위하여 SPSS 12.0의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절차를 사용하였으며, 개념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준치를 충족시키

는 속성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모형검증 및 가설검증은 AMOS 5.0 통계 프로그

램의 경로계수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신뢰성 검증을 위해 각 변수에 대해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개별항목과 전체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다항목으로 측

정된 연구단위들의 내적일관성을 각각 조사하기 위한 각 변수의 신뢰계수는 <표 3>

과 같다.

분석결과 서비스지향성의 서비스리더십은 .804, 서비스시스템은 .864, 서비스보

상은 .741, 권한위임은 .721의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고객지향성의 고객관계는

.859, 고객관리는 .902, 고객욕구 이해는 .834, 고객응대는 .737의 신뢰도를 나타냈

다. 그리고 종업원 직무만족은 .883,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는 .886, 고객만족 성

과는 .783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0.7 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치는 이 기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어 다항목으로 측정된 항목들은 모두 신뢰도가 높은 평가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당성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이용하였는

데 개념타당성을 위해 사전조사를 통한 설문문항의 정리를 시도하였고, 이와 함께

<그림 1>에 제시된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한 의료기관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과

각각의 이론변수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 5>와 같이 측정항목에 대한 단일차원성 검증에서 분산추출값을 계산하

였다. 또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으로 관련변

수들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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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결과

차원 요인 설문문항
요인

적재치
아이겐값

누적
분산비율

신뢰계수

서비스
지향성

서비스
리더십

경영진의 솔선수범
고객만족 최우선시
경영진의 관심정도
고객만족을 위한 부서업무관리
자신의 업무파악 관리

.812

.733

.703

.663

.618

3.063 31.880 .804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평가 리서치
자체적 고객만족도 측정
서비스 훈련프로그램

.885

.879

.670
2.348 48.654 .864

서비스
보상

서비스 인센티브
일한만큼 보상
의료서비스 제공역량 정도

.839

.819

.652
1.936 62.480 .741

권한
위임

맡고있는 일에 책임 정도
고객불평 신속처리 권한

.857

.692
1.724 74.797 .721

고객
지향성

고객
관계

친근하고 개인적인 관계
유용한 정보 제공
도움되는 서비스 제공
원하는 정보 제공노력

.793

.703

.653

.638

2.979 31.227 .859

고객
관리

의료서비스 이점 정확히 제시
환자를 편안히 해주는 정도
환자 필요보다 더 제공노력
환자의 요구 수용노력
환자의 입장에서 해결노력

.779

.690

.674

.642

.631

2.970 52.440 .902

고객
욕구
이해

고객만족을 위해 서비스에 최선
환자를 위해 알아서 행동함
구체적인 요구사항 제공

.782

.758

.629
2.721 71.873 .834

고객응
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

.830

.735
2.056 86.558 .737

종업원
직무
만족

직무
만족

부서만족 정도
병원만족 정도
직무만족 정도
상사만족 정도

.913

.893

.862

.805

3.021 75.536 .883

경영
성과

재무적
성과

수입(매출)
수익
환자의 수
원가절감 수준

.885

.831

.825

.799

2.963 42.322 .886

고객
만족
성과

환자만족도 수준
병원이미지 수준
종업원 수준

.810

.771

.679
1.921 72.767 .783

* 신뢰계수는 신뢰성분석의 Cronbach's α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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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과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각각의 변수들의 추출된 요인은 <표 3>과

<표 4>와 같으며, 누적분산비율의 경우 60%를 기준으로 각 요인의 수가 결정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단위의 누적분산비율이 기준치 이상이어서 사용하

는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성과 등은

각각 몇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에 하위차원별로 남은

항목을 각각 평균하여 그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수의 설문

항목을 소수의 차원으로 축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이며(Price 등, 1995), 단일변수로 많은 측면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

다(이용기 등, 2000).

3. 공분산구조분석

3.1 단일차원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5.0을 이용하여 연구단위별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은 각 차

원에 대하여 내재된 요인차원을 확인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의미하며, 연구모형

에 사용된 각 변수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확인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요인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통해 정제된 항목들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단일차원성

을 저해시키는 일부 항목들을 정제하였고 연구단위별 제거된 항목과 확인요인분

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서비스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성과 등 각

연구단위 구성개념은 적합도 평가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문

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측정항목에 대한 단일차원성 검증

연구단위
최초
항목

신뢰도/
탐색요인
분석후

확인요인
분석후

최종항목

연구단위별
확인요인분석 결과

서비스
지향성

서비스리더십 5 5 2

χ2
=25.751, p=.028, df=14,
GFI=.971, AGFI=.924, RMR=.092,
NFI=.955, CFI=.978

서비스시스템 4 3 2

서비스보상 5 3 2

권한위임 4 2 2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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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향성

고객관계 4 4 2
χ2=47.791, p=.015, df=29,
GFI=.960, AGFI=.923, RMR=.030,
NFI=.966, CFI=.986

고객관리 5 5 4

고객욕구이해 3 3 2

고객응대 2 2 2

종업원
직무만족

종업원
직무만족

4 4 3
χ2
=11.406, p=.001, df=7,
GFI=.985, AGFI=.948, RMR=.032,
NFI=.988, CFI=.991

경영
성과

재무적 성과 4 4 3 χ2=12.121, p=.146, df=8,
GFI=.982, AGFI=.953, RMR=.043,
NFI=.974, CFI=.991고객만족 성과 3 3 3

3.2 측정모형의 분석
척도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모형에 포함된 모든

연구단위 전체의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저해시키는 변수는 없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54.806,

p=.264, df=42, GFI=.962, AGFI=.930, RMR=.073, NFI=.966, CFI=.996로 구조모형

을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단위의 표준 요인부하

량은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표 5> 전체 연구단위들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연구단위 표준부하량(C.R값) 연구단위 신뢰도 분산추출값

서비스지향성
서비스리더십
서비스시스템
서비스 보상
권한위임

.763(9.982)

.207(3.230)

.357(5.332)

.605

.7550 .7489

고객지향성
고객관계
고객관리
고객욕구 이해
고객응대

.826(11.166)

.932(12.126)

.825(11.133)

.683

.9283 .8951

종업원 직무만족
부서만족
병원만족
직무만족

.774(13.866)

.934(17.772)

.862

.8931 .7917

경영성과
재무적 성과
고객만족 성과

.409(5.320)
1.049

.7875 .8791

χ2=54.806, p=.264, df=42, GFI=.962, AGFI=.930, RMR=.073, NFI=.966, CFI=.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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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척도들의 해당 연구단위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단위 신뢰도와 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하였다. 각 연구단위 신뢰도의 경우 일

반적 추천치인 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분산추출값의 경우 추천 기준치인 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은 해당 연구단위에 대한 대

표성을 가지며 연구모형 연구단위의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Hair 등, 1998).

3.3 상관관계분석
확인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구성개념별 척도들에 대해 각 관계

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각 구성개념에 대하여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사용하였다. 총합척도의 이용은 측정오차 정도를 줄여주고 단일변수로

많은 측면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Hair 등, 1998).

<표 6>의 상관계수를 보면,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양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연구모형과 연구가

설에서 제시된 요인들 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어 기준타당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관관계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나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Challagalla와 Shervani, 1996).

<표 6> 상관관계 행렬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서비스리더십 5.248 1.238 1

2.서비스시스템 4.066 1.689 .379
**

1

3.서비스보상 3.548 1.356 .293
**

.193
**

1

4.권한위임 5.115 1.015 .431
**

.189
**

.252
**

1

5.고객관계 5.119 1.051 .343
**

.119
**

.237
**

.453
**

1

6.고객관리 5.046 .939 .437
**

.294
**

.317
**

.446
**

.777
**

1

7.고객욕구이해 4.912 .985 .384
**

.147
**

.311
**

.395
**

.685
**

.766
**

1

8.고객응대 4.997 .919 .295
**

.125
**

.213
**

.391
**

.544
**

.637
**

.567
**

1

9.직무만족 4.778 1.009 .363
**

.132
**

.305
**

.469
**

.530
**

.478
**

.497
**

.357
**

1

10.재무적성과 4.795 .915 .220
**

.164
**

.198
**

.240
**

.340
**

.328
**

.354
**

.356
**

.403
**

1

11.고객만족성과 5.013 .975 .747
**

.186
**

.335
**

.596
**

.469
**

.494
**

.498
**

.450
**

.542
**

.434
**

1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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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

4.1 연구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각 변수인 서비스지향성, 고객지향성, 종업원 직무만족,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분석을 이용한 연구모형의 검증결

과 <그림 2>와 같이 χ2=57.803, p=.114, df=45, GFI=.961, AGFI=.923, RMR=.058,

NFI=.962, CFI=.992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는 공분산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삼는 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4.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의 검증결과, 경로계수=0.566, CR=4.966(p＜.05)로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이 고

객지향성에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은 종업원의 직무만족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경우, 경로계수=0.474,

CR=4.766(p＜.05)로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은 직무만족에 5% 통계적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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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을 검증결과, 경로계수=0.983, CR=5.897(p＜.05)로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

성은 경영성과에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의료기관의 종업원 직무만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의 경우, 경로계수=0.248, CR=2.978(p＜.05)로 종업원 직무만

족이 고객지향성에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경영성

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의 검증결과, 경로계수=0.134,

CR=1.974(p＜.05)로 의료기관의 종업원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5%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또한 의료기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의 경우, 경로계수=0.244, CR=2.183(p＜.05)로 의료기관의 종업원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표 7> 각 연구단위들 간의 경로분석 결과

경 로
경로계수
(estimate)

표준오차
(S.E)

기각비
(C.R)

p값 비 고

서비스지향성→고객지향성 0.566 0.120 4.966* 0.000 가설 1 채택

서비스지향성→직무만족 0.474 0.185 4.766
*

0.000 가설 2 채택

서비스지향성→경영성과 0.983 0.306 5.897* 0.000 가설 3 채택

직무만족→고객지향성 0.248 0.047 2.978
*

0.003 가설 4 채택

직무만족→경영성과 0.134 0.067 1.974* 0.048 가설 5 채택

고객지향성→경영성과 0.244 0.195 2.183
*

0.029 가설 6 채택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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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1. 연구의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과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및 직무만족, 그리

고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의료기관 종업원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의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이 의료기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 직무만족,

그리고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Kohli와 Jaworski(1990)의 연구에서와 같이 조직이 서비스지향적

일수록 종업원들의 고객지향적인 노력이 커져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적극 협조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조직이 고객에 대한 관심 및 서비스에 대한 경영진의 의

지와 서비스시스템을 갖춘다면 종업원의 고객지향적인 행동과 성과가 뒤따른다는

Hoffman과 Ingram(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직의

서비스지향적인 노력과 함께 종업원의 권한까지 강화된다면 그에 대한 심리적인

대응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고 점진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의료기관의 종업원 직무만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성연과 한지희(2005)의 연

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안운석과 최동춘(2005)의 종업원 직무만족에

대한 결과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 같은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

질에 대한 결과로 표출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

기관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의료기관 종업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고객지향적인 행

동의 강화와 함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

게 되며, 보다 종업원 중심의 직무만족 유도방안이 강구된다면 향후 고객지향적인

의료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의료기관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종업원의 고객지향적인 노력과 그

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지게 되면 조직의 이익과 성장, 고객만족, 고객애호도 등의

성과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여러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윤성욱과 김수배, 2006; Hartline과 Ferrell, 1996; Lyt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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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또한 서창적과 한원윤(2000)의 서비스기업의 고객지향적 요인들이 종업원

직무만족과 함께 고객만족,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

치한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고객의 만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부고객 만족이 곧바로 의료기관의 성

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Deshpande 등, 1993; Hauser 등,

1996).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직과 조직구성원 모

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할 때 가능하며 의료서비스에서 종업원의 고

객지향적인 노력이 종업원 직무만족과 경영성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

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기관의 마케팅 활동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

시해 준다.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적 행동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

한 고객지향적 행동과 직무만족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경영성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지향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

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노력은 종업원을 통하여 고객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의료기관 이미지와 고객만족 수

준을 평가하는 단서로서의 역할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략적 경쟁수단으로 활용하

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의료기관 서비스가 매우

감정적인 배려가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고객 만족이 경영성과의

선행요인이며 종업원을 만족시키는 것이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의 서비스는 이용고객과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종업원들은 자신의 직무에서 느낀 바를 고객에게 서비스할 때의 태도로 표출한다.

이는 기업이 외부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고객인 종업원 직무만족이 선

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기업의 서비스지향적인 요소를 통하여 종업원의 만족도

가 높아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도 달성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시장에



第25號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과 종업원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5

서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변화하며 의료기관간 경쟁심화로 서비스지향적인 노력과

같은 차별적 경쟁우위가 없는 의료기관은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향후의 연

구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대상을 경인지역 소재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의료기관 종업원만으로 국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

서는 이용고객들도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같이 연구대

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객이 지

각하는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을 측정하여 종업원 자신의 평가와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종단조사의 필요성으로 고객 서비스품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종업원

의 서비스지향적인 노력과 직무만족 등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의료기관의 서비스지향성 및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 직무만족 등에 대한 인식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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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rvice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to Customer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Jang, Hyung-sub**

This empirical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ervice

orientations on business performance since the service orientations had been

considered very importantly for delivering excellent service quality in many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ervice

orientations, customer orientations, employees' job satisfactions and business

performance in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A model and hypotheses on the basis of this model were developed. And

data from employees in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Respondents were asked to related variables of their

organizations. A total of 217 questionnaires collected were used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first, service orientation factors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s, employees' job satisfactions

and business performances. Second, employees'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ustomer orientations. Third, customer orientations

and employees' job satisfactions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s. Thus, it is advisable for managers or operators to emphasize

service orientations in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This study is specific to ambulatory service in a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so generalizing the results to other area may not be possibl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5-003-B00447)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che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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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is study may help to guide the roles of service orientations,

customer orientations, employee satisfactions and business performances in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future studies should consider other relative

variables.

Key Words : service orientation, customer orientation, business performance,

medical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