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 10.5392/JKCA.2011.11.1.266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및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urse's Professionalism on Customer Orientatio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Delivery Level in Specialty Hospital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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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대부분의 병원에 있어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고객과의 직접적
인 접점이 가장 빈번한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 및 서비스 제공 수준 간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구성원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방안을 도
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지역의 6개 전문병원의 간호사 14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
집하여 크론바흐 α와 SPSS 2.0K를 이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직업성은 고객지향성과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서비스 제공 수준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제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직무만족은
서비스 제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교과과정에 고객만족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병
원도 재직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고객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중심어 :∣전문병원∣전문직업성∣고객지향성∣서비스 제공 수준∣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influence factor of professionalism which is
effected on nurse's customer orientatio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delivery level in specialty
hospitals. And this study has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specialty hospital system,
professionalism, customer orientatio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delivery level, and set up the
hypothesis to test the relations with nurse's professionalism, customer orientatio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delivery level.
Data were collected from 142 nurses in 6 specialty hospitals in the Seoul region using a
standardized questionnaire. For reliability and appropriateness, Cronbach α and factor analysis
and SPSS 12.0K for the actual proof were used.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below. The professionalism influences positively on the
customer orientation and the job satisfaction while it does not on the service delivery level. Also,
the customer orientation influences positively on the service delivery level, it does not influence
positively on the service delivery level as the research is analyzed.
Therefore, the courses that are emphasiz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importance of
service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nd the
nurses in active service at speciality hospitals should be trained persistently for the importance
of customer management.
■ keyword :∣Specialty Hospital∣Customer Orientation∣Job Satisfaction∣Service Delive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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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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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수준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은 세계 유수의

함께 내부 마케팅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병원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

장하였는데 이는 병원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었고 특히 중소병원이 국가성장 동력사업으로서의 사

수 있다.

명을 다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경

이처럼 호텔이나 일반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의 전문

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에 전문병원 도

직업성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있으나 병

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원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으

기술집약적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인 병원에 있어 전

며, 그마저도 주로 대학병원 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

문화란 특정 진료과목의 표방이나 첨단장비의 도입여

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전문병원의 경영개선

부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진의 차별적 전문성 확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보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인적자원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의 병원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전사적 전략으로 채택한 중

에 있어 간호사는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는 직

소전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종이며 여러 전문직 중에서도 환자에게 직접적인 서비

고객지향성, 직무만족 및 서비스 수준 간에 미치는 영

스를 가장 빈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향 및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병원의 경쟁력 및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단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

이라 할 수 있다[1].

정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수립

이처럼 병원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중추적 역할

한 후, 구성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모

을 수행하는 간호사가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

형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원 관리를 위한 전략적

라 스스로 직업에 만족하면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확고한 전문직업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Ⅱ. 이론적 고찰

요인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전문병원

또한, 이미 소비자 시장으로 변화된 의료산업에 속한

우리나리의 전문병원 제도는 6개 진료과 4개 질환을

중소병원이 심화된 경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전문 진료하는 21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공하는 서비스 품목을 전문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서비

2008년 1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마쳤고, 2008년 5월부

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터는 병원급 3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더 이상의 논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고객을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아울러 2009년 1월 30일 일부 개정된 의료법에 제3조

는 것이 서비스 기업의 필수적 성공조건이라는

의 5(전문병원) 조항이 새로 신설되고 2010년 7월 14일

Martin[2]의 주장이나 서비스 기업에 있어 구성원의 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이 입법

기가 사업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Zeithaml[3]

예고되면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다.

또한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Rust 등[4]은

전문병원 제도는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직원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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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

전문직업성은 Hall이 개발한 ‘전문직업성 척도’를 위
시하여 여러 가지 척도가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Freidson[11]은 전문직업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

으로 자율성을 꼽으면서 이는 업무수행은 전적으로 자

은 2007년의 경우 전체 1029개 기관 중 9.1%에 해당되

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을

는 94개 병원이 도산하였고, 2008년 상반기 기준 전체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 차원에서의 자율성이란 전문직

병원 중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의 수는 2006

구성원이 ‘그들의 일에 대한 궁극적 권위’를 지니고 있

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압류청구액 규모는 약 10배 가

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까운 증가를 보인 사실 등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문병원 제도와 성과에 관해 Clark[7]는 의료기관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전문화된 서비

즉 전문직업성은 고객이나 전문직이 아닌 사람 또는
고용된 조직과 같은 외부의 압력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 하는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2].
우리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뿐

고 주장하였고, 이용철[8]은 전문화 정도가 강할수록 수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파

익성이 높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연구를 수행한 바

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로자

있다.

파견을 금지하는 업무로 분류되는 등 전문직업성을 엄

최근 대구의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G병원은 전문병

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원 지정이후 외래환자가 상당히 증가한 동시에 단순질

Germain & Ruiz[13]은 전문성은 조직의 경쟁력과 개

환이나 내과계 환자는 감소한 반면, 뇌혈관 질환으로

인의 고용가능성에 긍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입원한 환자는 23% 정도 증가하면서 건당 진료비가 외

하였다.

래 11%, 입원이 16%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따라서 간호사는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적독점이 보장

전문병원의 경쟁우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되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직업성을 신분의 안전

분석된다[9].

성과 연계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측면에서 전문직업성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

2.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은 전문직업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 전

공자가 고객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
요한 속성은 전문지식이고, 고객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문직 태도, 전문직 인지, 전문직, 전문직성, 전문직화 및

관련정보를 신뢰하게 된다는 Crosby 등 [14]의 주장에

전문직관 등 다양한 용어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서 이해될 수 있다.

전문성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
면서 형성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말하며 전문가란 특

3. 고객지향성

별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격이나 면허를

Saxe & Weitz[15]는 고객지향성이란 고객욕구를 만

부여받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 및 기

족시키기 위한 접점 종사원의 서비스 행동으로 정의하

술을 사용하고 전문직 가치와 윤리강령을 고수하는 개

고, 고객지향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실증

인을 말한다[10].

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전문직이란 전문직의 속성을 총괄하는 의미

Donovan 등[16]은 종사자의 고객지향성은 고객과의

를 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객관

호의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적 차원의 전문성이 아닌 근무 당사자가 지각하는 주관

하였다.

적 차원의 전문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고객은 서비스의 우수성보다는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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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호의성이나 친밀감 때문에
특정한

서비스

조직을

계속

이용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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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 수준은 기업 이미지와 평판 또는

Henning-Thurau[17]의 연구결과를 통해 그 중요성을

규모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는 바, 본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인적 서비스

Drummoned 등[18]은 비영리조직도 고객지향성에
의해 성과가 제고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수준으로 한정하고, 서비스 행위와 그 과정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정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느끼
는 정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4. 직무만족
Crosby 등[19]이 고객에게 있어 직원은 곧 기업으로
인식되므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는 구
성원의 직무만족을 중시하는 내부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가설, 모형 및 변수의 설계
1. 연구가설 및 모형

Rogers 등[20]은 직무에 만족한 구성원은 동기가 유

Hollowell 등[25]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발되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서

하고 관리하는 조직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과 조직

비스 성과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 성과를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동기를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 시장으로 변모한 의료

고객지향성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전인식[21]은

산업에 속한 병원도 고객욕구를 파악하여 양질의 서비

직무에 만족한 종업원은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바탕

스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환경변화를

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성과에 기여한다는

선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유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구

5. 서비스 수준
이지선과 진기남[22]은 직무만족이 높거나 병원에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할수록 서비스 마인드가 높아
진다고 주장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 평가를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Martin[23]은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절차와 직원의 인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즐
거움 등이 결합된 것이라 정의하고 고객을 위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기업의 필수적 성
공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서비스 수준의 측정요소를 서비스 과정, 편의시
설 등을 포함하는 절차적 서비스와 태도와 몸짓대화 및
문제해결 등을 포함하는 개인 태도적 서비스로 구분하
였다.
Gronroos[24]는 서비스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ㆍ기술적 환경과 접점부서의 서비스 제
공자,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고객 등이라고

성원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요
구하는 동시에 고객중심의 업무수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아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1.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송희[26]는 간호사의 전문직 태도가 긍정적일수로
직무만족과 간호수행 정도가 높다고 하였고, 전문직업
성이 높은 간호사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아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7]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김민호[28]는 서비스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요인이 전문성이므로 고객이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면 의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간호, 진료지원 및 행정 등 분야별 업무도 기술
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로 가설2와 가설3을 설
정하였다.
가설2.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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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서비스 수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변수 및 측정항목
변수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Hall(1968)

고객
지향성

업무수행의 친절성, 고객과 감정 교
류, 업무수행의 신속성, 고객만족에
대한 희열, 고객만족을 우선하는 업
무목표, 편안한 응대 분위기 조성, 문
제해결 방식을 통한 고객욕구 수용,
고객의 입장에 관한 지속적 관심, 의
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응대

Brown 등
(2001)

직무
만족

동료와 협조, 상사의 관심, 승진제도
합리성, 성과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임
금의 적절성

Porter &
Steers(1973)

서비스
수준

*
*
*
*

Martin(1986)

서경원[30]은 수도권 23개와 지방의 20개 종합전문요
양기관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이 재무적 성
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친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가설4를 설정하였다.
가설4. 전문병원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수준

출처

자율성, 자기통제에 대한 믿음, 소명
의식

Bettencourt & Brown[29]은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를
강조하면서 고객지향성이 클수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측정 항목

전문
직업성

태도
몸짓
욕구파악 노력
문제해결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태수[31]는 직무에 만족하는 호텔종사자는 서비스

전문직업성 설문은 준거성, 자율성, 봉사심, 자기통제

제공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고,

에 관한 믿음 및 소명의식 등 5개 차원으로 구분한

종사자의 만족을 이끌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된 조직

Hall[33]의 척도 중 병원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에 소속된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능동적이며 효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를 1점, ‘정말 그렇다’를 7점으

율적인 자세로 임한다[32]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설5를 설정하였다.
가설5. 전문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서비스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려는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 성질, 행동과 태도로 정의하고
Brown 등[34]이 사용한 조사항목에 대해 ‘전혀 아니다’
를 1점, ‘정말 그렇다’를 7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만족은 조직요인, 작업환경, 직무내용 및 개인요
인 등으로 구분한 Porter & Steers[35]의 척도 중에서
5문항을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를 1점, ‘정말 그렇다’를
7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서비스 수준은 Martin[36]이 제시한 인적서비스 항목
중 간호업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업무 수행태도, 몸
짓, 용구파악 노력 및 문제해결에 관한 4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를 1점, ‘정말 그렇다’를 7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다섯 개의 변수는 [표 1]의 내
용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Ⅳ. 연구가설과 모형의 검정 및 논의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총
12개의 전문병원 중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외과, 정형외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및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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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절, 척추), 산부인과, 신경외과 및 화상질환 등 6곳

측정항목을 제외한 26개의 항목을 사용하게 되었다. 탐

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병원은 100 병상에서 250병상

색적 요인은 [표 3]과 같이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

정도의 규모이며 대부분이 개인병원이다.

며, 항목의 상관계수 및 요인적재량에서 0.5보다 작은

통계분석에 필요한 표본을 얻기 위해 2010년 7월 19
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상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장을

값은 발견되지 않아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8].

만나 협조를 의뢰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

145부가 회수되었으나, 주요 설문항목의 응답이 누락된

바흐 알파 값을 사용하여 점검한 결과, 6개 변수 모두

3부를 제외한 142부를 분석하였는데, 표본의 특성은

0.7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전문직

[표 2]와 같다.

업성 항목은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여성이 14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20대가 84명으로 59.2%, 30대가 39.4%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로 집계되어 일반병원의 성비 및 간호직군의 연령별 구

변수별
항목

1

성 비율에 적합한 표본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고객 7

.839

고객 5

.833

고객 2

.826

고객 1

.814

고객 9

.782

고객 3

.780

고객 4

.754

고객 6

.750

고객 8

.713

고객 10

.668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목

성별

연령

현 병원 근
속년수
학력

명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년 이하
3년~10년 이하
10년 이상
전문대 졸
대졸 이상

빈도(n=142)
2
140
84
56
1
1
80
58
4
111
31

비율(%)
1.4
98.6
59.2
39.4
0.7
0.7
56.3
40.9
2.8
78.2
21.8

전술한 내용의 기존 이론에 의한 설명력과 각 변수간
의 경로 및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모델링 기법

2

3

성 분
4

서비스 수준 3

.863

서비스 수준 2

.862

서비스 수준 4

.858

서비스 수준 1

.826

직무만족 5

.877

직무만족 4

.876

직무만족 3

.871

0.901
.827

복잡한 인과모델의 설명력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문성 2

.811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측정모델(Measurement

전문성 3

.810

조직 및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도구이다[37].

2. 연구결과
2.1 탐색적 요인분석

크론바흐
알파

0.932

전문성 1

(Structural Model)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6

0.946

인 Partial Least Squares(PLS)를 사용하였다. PLS는

Model)과 변수의 경로 및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델

5

0.855

전문성 4

.818

전문성 5

.803

전문성 6

.710

0.880

전문성 8

.764

전문성 9

.738

전문성 7

.716

0.729

* 요인적재량이 0.3이상인 값만 표시
* 변수별 번호는 표 1.에 제시한 변수별 측정 항목의 순서를 나타냄.

SPSS 12.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상관행렬의 고유 값이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한

2.2 전문직업성의 2차 요인모형 분석

결과, 직무만족에서 공정한 대우, 임금 적절 등 두 개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성을 자율성, 자기통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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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음, 소명의식 등 3가지 하위 변수로 설문을 구성하

[표 4]와 같이 0.90~0.95이어서 측정항목이 잠재변수를

였는데, 이 변수를 고차요인으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한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40].

지 검증하고자 Lisrel 8.51을 사용하여 2차 확인적 요인
표 4. 잠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은 저차요인이 고차요인에 의해
적합하게 구분되는 정도와 저차요인과 고차요인간의
유의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도는





=59.66, df=24, p=0.00007, RMR=0.0447, RMSEA=0.07,
GFI=0.958, AGFI=0.921, CFI=0.975, NFI=0.96으로 분석
되었으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39].

고객
지향성
서비스
수준
직업
전문성
직무
만족

Ave

고객
지향성

10

0.95 0.67

0.82

4

0.95 0.82

140

0.91

9

0.90 0.50

84

0.39

0.71

3

0.95 0.85

56

0.27

0.50

CR

서비스
수준

직업
전문성

직무만
족

0.92

* 굵은 글씨는 AVE의 제곱근 값임

그리고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용하여 평
가하였는데, 평균분산추출 값이 다른 측정변수외의 분
산공유 정도보다 높고 0.5이상이면 판별타당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41].
분석결과,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제곱근한 평균분
그림 2. 전문직업성의 2차 요인모형

산추출 값이 0.5보다 크고, 나머지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제곱근한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작으므로 판별 타당성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전문직업성의 3가지 하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차원들에 대한 각 측정항목들의 1차 요인 적재량은
0.66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2.4 구조모형 검증

하위차원들의 2차 요인 적재량도 0.70이으로 각 경로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기

t-값이 유의수준 1%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

때문에 가설검증을 위해 SmartPLS 2.0을 사용하여 부

라서 자율성, 자기통제에 대한 믿음, 소명의식 등 세 가

트스트랩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간호사

지 요인이 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으로 타당

의 전문직업성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을 통하여 서비

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직업

스 수준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그

성을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림 3]과 같다.

2.3 전체모형의 타당성 평가
전문직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 전체 연구
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SmartPLS 2.0을
사용하여 2개 이상의 측정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수의
내적일관성에 대한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복합신뢰도가 0.7이상이면 잠재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그림 3. PLS 경로분석 결과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및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을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고객지향성과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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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전문직업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취업이나 신분보장 측면에 법적독점이 인정되지 않는

서비스 수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

호텔이나 일반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반면

악되었다. 또한,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수준에 유의한 영

에, 본 연구는 의료법을 위시한 관련법에 의해 신분상

향을 주었으나, 직무만족은 서비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

안정과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간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과를 감안할 때 기술습득과 전공분야에 국한

표 5. 경로분석 결과
가설

되어 있는 간호사 교과과정에 고객만족 또는 서비스의
경 로

경로계수

H1

전문직업성 --> 고객지향성

0.521

H2

전문직업성 --> 직무만족

0.502

H3

전문직업성 --> 서비스 수준

0.104

H4

고객지향성 --> 서비스 수준

0.420

H5

직무만족

0.130

--> 서비스 수준

중요성 및 경영성과와 관련한 과목이 포함되는 것이 필
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병원도 간호사를 채용한 이
후에 이런 내용을 직무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직업성은 전문적 교육과정에 형
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달

[표 5]는 경로계수, T-통계량과 유의성 등 경로분석

하는[42] 과정을 거쳐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도덕성

에 필요한 정보와 가설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을 갖추고 헌신을 다할 때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자율성

먼저 전문직업성이 구성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정

을 보장받고 존경을 받게 되며 이러한 신뢰관계가 공고

도는 경로계수가 0.52, t값은 11.472로 나타나 간호사의

히 유지될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43]는 선행연구 결

전문직업성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

과를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로 분석되어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

또한,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

공하는데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나, 직무만족은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2는 채택되었

서비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고,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서비스 수준에 직

되었다.

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3은 기
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도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면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지향성과 서비스 수준의 관계는 경로계수가

간호사가 전문직업성을 신분안정의 도구나 자의적인

0.42, t값이 4.74로 나타나 가설4는 채택되었으나, 전문

업무처리의 근거로 인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만

직업인인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가

족을 느끼게 되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

설5는 기각되었다.

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논의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전문병원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고객지향성
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서비스 수
준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따라서 전문병원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고객과의 접점기회가 가장 많은 간호사를 대상
으로 고객지향적 업무자세를 공고히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
록 교육이나 역량개발을 위한 투자에 보다 더 큰 관심
을 기울이는 내부마케팅 개념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경
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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