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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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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이 직무태도 변수인 조직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직
종별,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지각의 차이를 검증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전국 9개 종
합병원에 근무하는 277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
식은 조직 및 상사 신뢰, 조직몰입, 고객지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도 비정규직 직원들은 조직지원인식, 조직 및 상사 신뢰, 조직몰입, 고객지향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들은 남성 직원들에 비하여 조직 및 상사 지원인식도와 조직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OS(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would affect trust in her/his 
superior and organizati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differences o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as examined.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a sample of 277 employees of 9 hospitals in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POS is 
significantly influence trust in her/his superior and organizati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customer 
orientation. Variables like gender and type of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type of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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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병원은 환자치료와 건강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며, 여기에 속해있는 직원들은 고객들과의 소
중한 만남(moment of truth)을 일상적인 업무로 하고 있
는 감정노동자들이다. 사람의 감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그리고 대인간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노동은 조직이나 
상황의 요구에 대하여 매우 가변적이라고 할수 있다[1]. 
조직의 압력이 높아지면 가식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진실
한 고객응대가 내면화되지 않는다. 반면, 조직의 배려에 

대하여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감화될 때 고객에 대한 공
감과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즉, 고객응대의 감정은 조직
의 분위기나 상사, 동료의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에 의
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병원 직원들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
인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조직이나 상사로부
터 충분하게 배려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를 높여
야 한다. 이러한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인식은 조직이 자신
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며 동시에 자신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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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정도에 대한 총체적인 
믿음이다[3]. 이것은 또한 직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조직이 자신에게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
론적(推論的) 개념인 동시에 자신의 복리를 얼마나 중시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믿음이기도 하다[4]. 

조직이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능력, 태도, 경력 등을 
통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구성원들은 승진, 보수, 복지 등의 지원을 조직에 
기대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교환관계에 있다. 때
문에 병원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서 그 생존력
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지원과 직원들의 
기대가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일수록 조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원 조직은 그 특성상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
면하여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직으로부
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것이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신뢰,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
과 같은 직무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
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조직지원인식, 조직 및 상사의 신뢰, 조직몰입, 고객
지향성 변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조직지원인식

사회적 교환이론에 의하면 조직으로부터 높은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직원은 상호성 규범에 따라 조직에 
보답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과업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5]. 

이와 같은 사회적 교환개념에 입각하여, 조직지원인식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은 조직 구성원
들이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직이 
직원에게 몰입하는 정도에 대한 직원의 지각을 서술하는 
개념으로 개발되었다[3]. 즉, 조직이 구성원들의 공헌과 
노력에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 및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대하여 직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
게 되는 믿음을 뜻한다. 이 믿음으로부터 직원은 조직에

서 지원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만큼 조직에 긍정적 행동
을 하여 교환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6]. 이러한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으로부터 어떤 보상이 주어질 때 매
력을 느끼고 강화될 수 있다[7]. 조주은 역시 “직원이 조
직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지각된 지원인식
은 높아질 것이고, 개인의 조직몰입의 증가로 이어져 직
무태도 및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과의 교환적 관계 개념에 입각하
여 조직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또한 자신의 안녕
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대하여 총체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조직지원
인식도는 그들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는 보상이 외부의 
강압이나 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때 높아진다[9,6].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의 
지원은 그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10], 또한 메타분석
(meta-analysis)의 결과를 보더라도 조직지원인식이 조직
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 역할 내 행동(in-role-behavior),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 등 조직의 질적 성과 지
표인 직무태도와 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1]. 서비스 엔지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한 태도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도가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계속
근로의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12].

2.2 조직지원인식과 신뢰

사회적 지지라고도 불리는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구
성원 개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서 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조직에 몰입하게 만든다[6]. 또한 조
직에 대한 신뢰가 구축된 직원들은 근면성, 충성심과 같
은 행동으로 보답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조직지원인식
이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13]. 조직지원인식을 강하게 느끼는 직원들의 상사에 대
한 관계는 신뢰를 토대로 높은 생산성을 산출하는 것으
로 발전한다.

이러한 조직 내 신뢰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주
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
과 감정으로서 직원이 회사나 상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전문성, 믿음성 또는 의도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기대라
고 할 수 있다. 이재형은 조직의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리더와 조직구성원, 상사와 부하, 그리고 
조직구성원 상호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14]. 신뢰받을 수 있는 상사는 직원의 조직적응 
및 친 사회적 행동과 같은 조직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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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적응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15]. 이처럼 상사에 대한 신뢰
가 직원들의 조직 및 직무 관련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조직신뢰는 위에 언급한 대
인간의 신뢰에 기초하여 정의된 것으로서,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의인화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다[16].  

조직 신뢰는 조직이 직원의 기여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정도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형성하는 일반적인 지각으로 정의된다. 즉, 직
원들은 조직으로부터 자신이 조직발전을 위한 중요한 존
재로서 인정받고, 조직이 직원의 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
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러한 조직의 호의적
인 태도에 보답하려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17], 결국 조
직지원인식은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조
성하게 만든다[13]. 조직지원인식을 강하게 느끼는 상사
와 직원들의 관계는 신뢰를 토대로 생산성이 높은 조직
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강
한 직원들은 상사에 대한 신뢰와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
게 지각하며 직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18].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은 구성원 간 상
호 협동과 조직과 동료를 위한 기대 이상의 자발적 노력
을 유발시킴으로써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토록 하는 것은 
물론 성과 향상을 위한 성취욕과 조직애착을 강화시키게 
된다. 반대로, 낮은 조직지원인식은 직원들로 하여금 조
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들고, 결국 조직이나 상
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19]. 

2.3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개인을 인정하고 개발하고 있
다는 직원의 인식을 통해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이때 
조직몰입은 직원이 조직에 대하여 심리적인 애착을 갖고 
조직을 위하여 공헌하고 조직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굳게 믿고 받아들이며, 조직을 대신해서 기꺼이 많은 노
력을 추구하고, 조직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를 말한다. Meyer & Allen, 그리고 O'Reilly & 
Chatman 등은 조직몰입은 한가지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
는 태도가 아니므로 조직몰입을 다차원으로 볼 것을 강
조하였으며[20,21], Angle & Perry는 조직몰입을 조직구
성원이 조직에 계속해서 남고자하는 욕구인 근속몰입
(commitment to stay)과 조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며 
조직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사를 
가진 상태인 가치몰입(value commitment)의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누었다[22]. 또한 Porter 등은 조직몰입을 개인
이 특정 조직에 대하여 가지는 조직목표 및 가치에 대한 
인정과 신뢰, 특히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강한 신
념과 수용,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발적 의
사, 조직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욕구라고 했다[23]. Meyer 
& Allen은 조직몰입을 자신의 가치관이 조직의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기를 원하는 정서적 몰입과 
조직이 주는 보상과 조직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서 구
성원이 이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의미하는 유지적 몰입
으로 구분하기도 했다[24]. 또한 조직몰입은 직원, 관리
자, 소유주, 그리고 조직의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강화 시킬 뿐만 아니라 상사와 부하간의 관계도 
좋게 만들며 조직풍토를 개선시키기도 한다[25]. 이와 같
은 조직몰입은 조직, 상사 및 동료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는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적 증거가 제시되
고 있다[26].

2.4 조직지원인식과 고객지향성

병원들이 치열한 경쟁에 처하게 되면서 병원 직원들의 
고객지향성은 갈수록 병원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객지향성과 같은 대고객 관계노
력이 장기적으로 조직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이다[27].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병원에 대하
여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환자가 원하는 설명을 
사전에 알아서 능동적으로 충분히 해주며, 환자들의 욕구
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28]. 고객지향
성은 직원들의 총체적인 시장지향성의 하부 요소로서 기
업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예측하고 충족시키는 마케팅 
개념의 중요한 실천 방안으로서 조직의 성과와 중요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29].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이 자신들에 
대하여 고객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고객
에 대한 초점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또한, 
최고경영층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
객지향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를 자주 보낼수
록 직원들의 고객지향적 의식과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고
[31], 이것은 조직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여 다른 조직
과 차별성을 갖도록 해준다. 

3. 가설의 설정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종합병원에 근무
하고 있는 직원들의 조직직원인식이 조직 및 상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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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 조직몰입, 고객지향성과 같은 주요 직무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준이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했다. 

가설 1.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신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은 상사신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병원 직원들의 인구통
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1. 조직지원인식도는 병원 직원들의 인구통계
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2. 조직 및 상사 신뢰는 병원 직원들의 인구통
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3. 조직몰입은 병원 직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4.  고객지향성은 병원 직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과 신뢰, 조직몰입, 고객
지향성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들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각 변수들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타당성과 신뢰
성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
여 최종 연구에 사용했다. 설문항목은 기존 연구에서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문항들을 우리나라 사
정과 병원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각 문항
에 대해서는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Eisenberger et, al.[3]은 일찍이 조직지원인식을 

연구하면서 그 하위 개념으로서 정서적 지원과 수단적 
지원 등 모두 17개 항목을 SPOS(Survey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다. 이들 중 
조직직원인식에 관한 7개의 설문 항목은 적재치가 높아
[32],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수정․인용되었다. 설문은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 병
원은 나의 목표와 가치를 잘 고려한다.”, “우리 병원은 직
원의 문제 발생 시 잘 지원한다.”, “우리 병원은 직원의 
장점에 대하여 지원한다.”, “우리 병원은 직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병원은 개인의 가치를 고려
한다.”, “우리 병원은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 그
리고 “우리 병원은 직원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신뢰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설문문항을 활용
하여 조직신뢰와 상사신뢰로 나누어 총 9개의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과 병원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했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조직신뢰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
리 병원은 직원의 의사를 존중한다.”에서부터 “우리 병원
은 직원들을 속이지 않는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상사신뢰는 “나는 상사의 정직성을 신뢰한다.”에서부
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사를 지지한다.” 등 5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Steers[33]가 제시한 조직몰입의 개념 중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4개의 문항을 추출, 수정하여 사용했다. 조
직몰입은 사람들이 특정 조직에 몰입하여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정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써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는 병원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에서부터 “나는 이 병
원에 오래 근무하고 싶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고객지향성이란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초래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고객관계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환자가 원하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며, 환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으로 조직
의 성과와 중요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는 고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다.”에서부터 “나는 환자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대한
다.”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 직원들이 지각하는 조직
지원인식이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신뢰, 조직몰입 및 고객
지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
작위로 선정된 국내 9개 종합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09년 5월부터 6
월까지 두 달 동안 각 병원의 인사담당 관리자에게 부탁
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배포하여 289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에
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277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측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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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순화를 위하여 SPSS 13.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Cronbach-α 값을 분석했다. 변수 간에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simple 
&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했으며, 두 개의 변수 간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5. 실증분석

5.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제시된 응답자의 인구 통
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병원 특성상 성별분포는 남성 82
명(29.5%)보다 여성 195명(70.5%)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은 30대가 137명(49.5%)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88명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다. 근무부서의 분포는 임상업무 관련 직원이 182명
(65.7)%이며, 비 임상업무 직원은 95명(34.3%)이다. 고용
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228명(82.3%), 비정규직이 49
명(17.7%)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분포는 대학교 졸업자
가 129명(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
무경력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이 181명(65.1)으로 가장 많
고 1〜5년이 91명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일반적 특성 n=277

항목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 82 29.5

여 195 70.5

연령

20대 27 9.4

30대 137 49.5

40대 88 31.8

50대 25 9.3

결혼
여부

미혼 124 44.8

기혼 153 55.2

고용
형태

정규직 228 82.4

비정규직 49 17.6

직종 임상 182 65.7

비임상 95 34.3

학력

고졸 60 21.7

전문대 졸 73 26.4

대학교 졸 129 46.6

대학원 이상 15 5.3

근무
경력

1년 미만 5 1.8

1~5년 91 33.1

5년 이상 181 65.1

5.2 요인분석

요인분석에 있어서 문항의 선택기준은 VARIMAX 회
전 후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6 이상, 공유치(communality)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분석모형에 있어서는 적합도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했다. Bartlett는 
평균을 0으로 하고 변수들 간의 범위에서 고유한 요인들
을 제곱한 값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VARIMAX 회전 후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
율인 공통성이 낮은 한 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 조직지원
인식,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변수는 1개의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신뢰변수는 조직신뢰 및 상사신뢰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의 적재량이 0.6 이상을 보
이고 있어 통계적 변수로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누적설명 분산계수 역시 조직지원인식 59.4%, 조
직신뢰 33.3%, 상사신뢰 36.2%, 조직몰입 59.8%, 고객지
향성 65.1%로 설명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5.3 신뢰도 분석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총 25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미리 작성된 설문지는 파일롯 
테스트를 거쳐 통계적으로 유의하도록 재차 수정되었다.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α 계수를 이
용했다. Cronbach-α 계수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소 상
이한데,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나타
난 대로 각 항목별로 0.7 이상을 보이고 있어 신뢰도 확
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5.4 가설의 검증

5.4.1 가설 1〜4의 검증

독립변수인 조직지원인식이 각각의 종속변수인 조직
신뢰, 상사신뢰,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첫째,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t값은 조직신뢰 12.787(p<0.05)과 상사신뢰 
11.011(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 가설 2는 모두 채택 되었다. 또한 종
속변수인 신뢰에 대한 표준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는 조직신뢰가 0.318, 상사신뢰가 0.307으로 그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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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문  항
요인부하량

1요인
(조직지원)

1요인
(조직신뢰)

2요인
(상사신뢰)

1요인
(조직몰입)

1요인
(고객지향성)

병원은 나의 목표와 가치를 잘 고려함 .708

직원의 문제 발생 시 지원함 .810

병원은 직원 장점에 대하여 지원함 .796

병원은 직원에 대하여 관심 있음 .789

병원은 개인의 가치를 고려함 .795

병원은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 있음 .768

병원은 직원의 의견을 잘 반영함 .843

병원은 나의 의사를 존중함 .717

직원들은 조직에 대여 충성함 .787

병원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함 .794

직원 장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함 .802

상사의 정직성을 신뢰함 .879

상사는 이익위해 남을 속이지 않음 .860

상사에 대한 강한 충성심 느낌 .721

상사는 나를 공정히 대함 .675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사를 지지함 .660

병원에 대한 강한 소속감 .832

나는 병원과 일체감을 느낌 .789

병원의 문제는 나의 문제임 .786

이 병원에 오래 근무하고 싶음 .708

나는 고객의 주장에 귀를 기울임 .850

나는 고객에게 말할 기회를 줌 .837

나는 고객에게 설명을 잘 함 .829

나는 환자를 존중함 .802

환자의 요구에 즉시 긍정적 응대함 .754

eigen value 4.017 3.010 3.432 2.034 3.223

분산설명비율(%) 59.436 33.321 36.211 59.782 65.164

[표 3]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구분 변수명 문항수 신뢰계수

독립변수 조직지원인식 7 0.873

종속변수

조직신뢰 4 0.788

상사신뢰 5 0.810

조직몰입 4 0.732

고객지향성 5 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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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R² t p

조직
지원
인식

조직신뢰 .632 .318 12.787 .000*

상사신뢰 .543 .307 11.011 .000*

조직몰입 .493 .289 10.454 .000**

고객지향성 .514 .308 9.789 .000*

[표 4]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p<0.05  ** p<0.01

이 각각 31.8%, 30.7%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2는 
지지되고 있다.

둘째,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값이 10.454(p<0.01)로 통계적적으
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표준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 값이 0.289로 그 설명력은 28.9%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고 있다.

셋째, 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이 고객지향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9.789(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역시 채택
되었다. 또한 종속변수 고객지향성에 대한 표준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 값은 0.308로 그 설명력이 30.8%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고 있다.

5.4.2 가설 5의 검증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인구통
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및 고용형태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직원들은 
여자 직원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직으로부
터 더 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조직 내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 및 비 임상 직원들 간에 조
직지원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서 
5-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p<0.05). 또한, 정규직
은 아주 적은 수치이지만 비정규직에 비하여 더 큰 조직
지원인식을 보이고 있다(p<0.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직종, 고용형태에 따라 
조직 및 상사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직종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조직신뢰 및 상사신뢰에 있어서 모두 더 크게 지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 5-2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성별, 고용형태에 있어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 직원들은 여자 직원들
에 비하여 더 높은 조직몰입을 보이고 있으며(p<0.05),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더 높은 조
직몰입을 보이고 있다(p<0.05). 직종별로는 조직몰입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3은 부분적
으로 지지되고 있다.  

표 8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고객지
향성 지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성
별, 직종의 차이에 따라서는 고객지향성 지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고객지향성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 5-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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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조직지원인식의 차이 검증

구  분
성별 직종 고용형태

남
(n=82)

여
(n=195)

임상
(n=182)

비임상
(n=95)

정규직
(n=228)

비정규직
(n=49)

조직지원
인식

Mean

(SD)

3.051

( .793)

2.011

( .997)

.106

(1.06)

.024

(.861)

1.687

(.861)

.136

(.907)

p .029* .876 .000***

t 5.653 .156 4.282
 

* p<0.05 *** p<0.001

[표 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신뢰의 차이 검증

구  분
성별 직종 고용형태

남
(n=82)

여
(n=195)

임상
(n=182)

비임상
(n=95)

정규직
(n=228)

비정규직
(n=49)

조직신뢰

Mean

(SD)

3.167

(.567)

3.223

(.490)

2.345

(.651)

2.322

(.543)

3.736

(.691)

2.347

(.621)

p .524 .428 .019*

t .460 .370 2.371

상사신뢰

Mean

(SD)

3.512

(.636)

3.421

(.656)

3.598

(.664)

3.536

(.619)

3.217

(.621)

2.028

(.635)

p .545 .510 .000***

t .530 .721 4.194

* p<0.05 *** p<0.001

[표 7]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검증

구  분
성별 직종 고용형태

남
(n=82)

여
(n=195)

임상
(n=182)

비임상
(n=95)

정규직
(n=228)

비정규직
(n=49)

조직몰입

Mean

(SD)

3.506

(.661)

2.395

(.775)

3.315

(.612)

3.610

(.508)

3.911

(.711)

2.746

(.630)

p .013* .598 .000***

t 5.249 .529 5.075

* p<0.05 *** p<0.001

[표 8]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의 차이 검증

구  분
성별 직종 고용형태

남
(n=82)

여
(n=195)

임상
(n=182)

비임상
(n=95)

정규직
(n=228)

비정규직
(n=49)

고객지향성

Mean

(SD)

.116

(.899)

.142

(1.021)

.047

(.926)

.026

(.752)

3.245

(.549)

2.052

(.423)

p .237 .354 .046**

t 1.304 .876 2.766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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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및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
이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신뢰, 조직몰입, 고객지향성과 같
은 직무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해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변수들의 차이가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
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
로 5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에 있는 9개의 종합병원
에 근무하는 277명의 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분석, 회귀분석과 t-test를 실시했다.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 신뢰 
및 상사에 대한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합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
인식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인식은 
고객지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합병원 직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조직과 상사를 더 신
뢰하고, 조직에 더 몰입하며, 더욱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병원경영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성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조직지
원인식, 조직신뢰 및 상사신뢰, 조직몰입, 고객지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지원인식에 대해
서는 성별,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조직 및 상사 신뢰에 
대해서는 고형형태별 특성에 따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성별, 고형형태별 특성에 따라, 고객지향성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
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정규직 직원
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조직지원인식(P<0.001),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신뢰(p<0.05, p<0.001), 조직몰입
(p<0.001), 고객지향성 지각(p<0.05)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리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종합병원 직원들의 조직지원
인식이 조직의 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직무태도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조직지원인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들의 조직지원인
식을 높게 지각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즉, 병
원 직원들이 조직지원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복지후생의 시행에 있
어서 법령에 의한 복지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생활복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병원 직원들이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신뢰를 형
성하고 조직몰입이나 고객지향성과 같은 직무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직원에 대한 조직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직이 직원들의 조직과 상사
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할수록 직원들이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별 차이분석에 의하면 여성 직
원들은 남성 직원들에 비하여 낮은 조직지원인식도와 조
직몰입을 보이고 있다. 여성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들에 비하여 조직지원
인식과 조직몰입에서 낮은 인식도를 보이는 것은 여성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조직지원인식, 조직 및 상사 신뢰,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등 직무태도 전반에 있어서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비정규직 근로
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병원 조직 역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근
로자들의 직무태도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4]. 따라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 등의 정책을 통하여 그들
로 하여금 병원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의 특이점은, 각종 선행연구[35]에서 조사
된 것처럼 종합병원이 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임상 및 
비 임상 직종 간 갈등으로 인하여 변수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조직지원인식, 조직신뢰, 
상사 신뢰,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 변수가 직종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해 수행되어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에 대하여 동일인이 응답하는 ‘commom 
method variance'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차후 연구과제로는 일반기업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종합병원 직원들의 직무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출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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