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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략의 경우 어떻게 수립이 되고 개하는지에 알아보기 

한 실증연구이다. 략은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 가지고 있는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9개 국립병원들을 상으로 하여 략의 개발과 개로 나 어 환자

만족, 종업원만족, 병원업무에는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 병원들은 략을 수립하여 개함에 있어서 내부의 요인인 종업원만족과 병원업무 외부요인인 환자만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많은 련연구들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병원의 경우

에도 인건비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외래환자의 감소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하고 의약분업, 해외자본의 국내의료시

장 진출, 고소득으로 인한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의 요구 등 외부상황을 고려하여 략을 수립하고 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고객만족, 종업원만족, 업무 로세스를 개선시 각각의 의견을 반 한 략이 수립되므로 이는 자연

히 병원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병원들도 략을 수립시 내부 인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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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strate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effect 

on patients satisfaction, employee satisfaction, and work process in Korean hospitals. Previous researches 

suggested when establish a strategy had to reflect internal ability which are work process, employee 

satisfaction and others and external ability which are patients satisfaction and others. As a results, strategy 

development positive influence on patients satisfaction, employee satisfaction and work process, and 

strategy deployment positive influence on patients satisfaction, employee satisfaction and work process as 

well. Patients satisfaction positive influence on hospital performance and work process influence on hospital 

performance but employee satisfaction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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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업에서 사용되는 략이란 군사학에서 유래

가 된 용어로 1950년 에 들어 기업의 내・외부환경에 

해 체계 으로 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발 을 이

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이 되었다[1]. 이처럼 략은 

기업이나 조직의 성장과 발 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

를 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 략이란 기업이나 조직이 장기 인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과 기업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

량  자원을 우선순 를 정해 실행함으로써 경 략을 

달성한다[2]. 한 경 략은 시장과 같은 외부의 향

도 고려하여 하며 지속 인 경쟁우 를 하거나 경쟁우

를 유지하여야 한다[3]. 

이처럼 경 략은 기업이나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

켜 지속 인 경쟁우 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많은 기업

의 사례나 연구를 통해 검증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

는 공기업, 호텔,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바

탕으로 한 명시 서비스, 암묵 서비스를 제공한다[4].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등에 처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은 의료산업에서도 발생되고 있으

며 이를 해소하기 하여 다양한 략이 용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일반산업들과 비교하 을 

때 다소 안정 인 산업이었다. 하지만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의 수입  환자수의 감소, 보험료정책에 따른 국

민건강보험 재정 자의 확 , 국민의 수익확  등으로 

인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시설

투자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한 내부 인건비 상승 등 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의료산업

에서도 일반기업에서 용하고 있는 고객 즉 환자 심으

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해당 병원이 가지

고 있는 내·외부  역량을 바탕으로 한 략을 수입하여 

이를 용하여 환자 심의 병원경 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오늘날 병원내부에서 존재하는 환자 리, 업

무 로세스, 내부고객만족 등 의 분야에 략이 목되

어 사용되고 있다[5]. 즉 략은 병원에서도 병원내부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 등 체 으로 목되

어 사용되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 우리나라의 

국립병원에서 사용되는 략이 병원의 내부요인들에게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립병원에서 사용되는 략이 고객 

즉 환자의 만족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두 번

째, 병원내부의 업무 로세스에는 어떠한 향을 주는지

를 살펴보고, 세 번째에는 내부고객인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인 자원 리에는 어떠한 향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병원의 재무성과에는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일반 으로 략이란 기업이나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의 나아가야할 방향(direction)을 제시하는 것이 가

장 큰 목 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는 성공 인 략이란 

조직내의 자산[8]과 성과에 향을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9].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제시한 략의 유형을 살펴보

면 Poter[5]는 원가 심(cost leadership), 차별화

(differentiation), 집 화(focus)라고 하 으며, Miles and 

Snow[11]는 방어형(defender), 분석형(analysis), 진취형

(prospector), 반응형(reactor)의 네 가지로 나 어진다고 

하 다.

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는 연구는 Miles 

and Snow(1978)의 연구로 이를 를 살펴보면 먼  진취

형(prospector)으로 경쟁시장 환경을 악하여 에서 경쟁

기업보다 먼  신제품과 시장 신을 찾는 것이며 방어형

(defender)은 진취형과 상반된 개념으로 해정된 시장

역과 문화된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보다

는 재의 체계를 유지하기 해 노력  통제에 노력을 

기울이며, 분석형(analysis)의 경우 앞서 설명한 진취형

과 방어형의 특성이 복합 으로 구성되어 상호간 균형을 

맞추어 안정 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응형(reactor)은 시장이나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응하는 략으로 사 에 비된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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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략을 구축하

기 때문에 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성 즉 기업

이나 조직의 미래를 즉흥 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략에

서 필요한 일 성이 결여되어 략으로서는 실패한 유형

으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 략이란 외부

환경과 내부환경을 반 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역량을 극

화시켜 시장을 선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2,13,1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제 병

원에서 어떻게 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개되는지를 알

아보기 해 략의 수립과 략의 개로 나 어 병원

의 내부요인들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고객 즉 환자가 요

구 하는 우수한 진료와 정확한 진단 등의 명시  서비스

와 함께 병원의 환경, 최신설비 등 암묵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환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는 진료

가치측면에서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략의 개발과 개가 병원내

부에는 어떠한 직 인 향을 주고 성과에는 간 으

로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략이 병원내부요인인 환자만

족, 병원종사자 만족, 병원업무에 직 으로 어떠한 

향을 주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 로 병원의 성과

에는 어떠한 향을 간 으로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는 실증분석 연구이다.

이를 해 기존 략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병원

략개발, 병원 략 개로 나 어 내부요인들에게 향을 

주는지 한 어떠한 연 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병원의 

략이 병원의 성과에는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구조방

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인과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략의 경우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설립된다고 한 내용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병원 략개발은 환자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2: 병원 략개발은 병원종사자만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H3: 병원 략개발은 병원업무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4: 병원 략 개는 환자만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5: 병원 략 개는 병원종사자만족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H6: 병원 략 개는 병원업무에 정 인 향을  

것이다.

한 이러한 략이 병원내부에는 어떠한 향을 주

는지 한 내부요인들은 병원의 성과에는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7: 환자만족은 성과에 정 인 향을  것이다.

H8: 병원종사자만족은 성과에 정 인 향을  것

이다.

H9: 병원업무는 성과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 표본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은 우리나라에 소재한 9개 

국립병원을 상으로 추출하 으며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들을 상으로 온라인  방문을 통해 수집되어

졌다.

회수된 표본은 약 298건으로 불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진 7건을 제외한 총 291건이 용되었으며 남성이 129명, 

여성이 169명으로 나타났다.

3.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s 18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하여 크론바하알  값(Cronbach`s 

α > 0.7)을 이용하 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요인 회 방법은 직각회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 으며 설문의 문항이 본 

연구의 측정목 에 부합하도록 하 다. 한 평가 요인 

간 상 계를 나타내는 요인 재량(Factor Loadings: 

FL>0.6)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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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먼  SPSS 18.0을 이용하여 설문문항들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원 략, 종업원 만족, 병원

업무, 병원성과의 모든 문항들 모두 요인 재량이 0.7 이

상이어서 채택되었다. 

신뢰도의 경우 Cronbach`s α(>0.7))가 0.930에서 0.985 

사이로 나타나 반 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모두 합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4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하여 SPSS Windows 

18과 AMOS를 이용하 다. 먼  SPSS Windows 18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  특성과 탐색  요인분석을 통하

여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 다. 다음으로 AMOS를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평가도구의 타당도(validity)를 검

증하 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시스템, 병원 략, 종업원 

만족, 병원업무, 환자만족, 병원성과 간에는 어떠한 인과

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AMOS 18.0을 이용한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방법
4.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병원 략이 12문항, 종업원만족이 9개 문항, 병원업

무가 9개 문항, 환자만족이 10개 문항, 병원의 성과를 성

과로 5개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 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통해 1차 검증된 문

항들에 해 AMOS 18.0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 다.  

확인 요인분석에서 반 인 합도 평가지표인, 

GFI(Goodness-of-fit-index>= 0.9),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0.9),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NFI(Normed fit index>=0.9), 

CFI(Comparative fit index>=0.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1)를 사용하여 연구모

형의 유의 도를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이론 변수들 간의 경로

계수를 확인하 다.    

그 결과 병원 략은 총 12개의 측정문항  5개가 삭

제되어 8개의 측정문항이 종업원 만족은 총 9개의 측정

문항  4개가 삭제되어 5개의 측정문항이 병원업무의 

경우 총 9개의 측정문항  5개가 삭제되어 4개, 환자만

족은 10개 측정문항  3개가 삭제되어 7개의 측정문항

들이 각 각 선택되어져 총 3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Factor
Instrument Cronbach's

 α 
CR AVE

before after

Strategy 

Development
5 2 0.943 0.854 0.535

Strategy 

Deployment
7 4 0.930 0.772 0.511

Patients 

Satisfaction
10 7 0.912 0.766 0.522

Employee 

Satisfaction
9 5 0.902 0.724 0.502

Work 

Process
9 4 0.995 0.772 0.545

Results 11 8 0.885 0.722 0.504

Total 51 30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이용한 인과 계는 요인들간의 상호연

성을 알아보기 해 사용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도 구조

모형을 이용하여 략의 개발, 략의 개가 환자만족, 

종업원 만족, 병원업무에 직 으로 어떠한 향을 주

며 병원의 성과에는 간 으로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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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성의 최 상태를 도출하기 한 모델의 합도 

평가는 GFI(Goodness-of-fit Index;>=0.9),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0.8), RMR(Root mean square 

residual;<=0.08), CFI(Comparative fit index;=0.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1), 

NFI(Normed fit index;>=0.8), 
2χ (작을수록), 

2χ 에 한 

p값(>=0.05)등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체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조사하기 

해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2χ

=110.240(d.f=8), p=0.000, 
2χ /d.f=13.780 GFI=0.899, 

RMR=0.048, NFI=0.910, AGFI=0.873, CFI=0.920으로 일

반 인 합도 지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모형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Results of Hypotheses

Path FL
T-

value

P-

value
Accept

H1
Strategy Development → 

Patients Satisfaction
0.830 13.024 0.000 **

H2
 Strategy Development → 

Employee Satisfaction
0.542 9.873 0.000 **

H3
Strategy Development → 

Work Process
0.884 15.8 0.000 **

H4
Strategy Deployment → 

Patients Satisfaction
0.399 3.477 0.021 *

H5
Strategy Deployment →

Employee Satisfaction 
0.267 2.864 0.021 *

H6
 Strategy Deployment →

Work Process 
0.475 4.878 0.000 **

H7
Patients Satisfaction → 

Results
0.354 6.889 0.002 **

H8
Employee Satisfaction →

Results
0.738 8.774 0.188 ns

H9
Work Process →

Results
0.821 12.021 0.000 **

*: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2> Results of path analysis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 략개발은 환자만족, 

병원업무, 종업원 만족 모두에게 정 인 향을 주며 

특히 환자만족(H1, 0.830)과 병원업무(H2, 0.790)에 각각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략 개의 

경우 병원업무(H4, 0.667)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토의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병원의 략이 병원내부요인인 환자만족, 

종업원만족, 업무 로세스에 어떠한 향을 주며 환자만

족, 종업만족, 업무 로세스는 병원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실증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략의 개발과 략의 개는 제시한 

세 가지의 요인 모두에게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인 기업이나 

조직내의 략은 내부의 역량을 최 한 고려하여 수립하

고 시행한다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12,14,17].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많은 기업이나 조직들이 략

을 수립시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경쟁우 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18]. 즉 병원의 경우에도 인건비상승, 원

자재 가격의 상승, 외래환자의 감소 등 내부 상황을 고려

하고 의약분업, 해외자본의 국내의료시장 진출, 고소득으

로 인한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의 요구 등 외부상황을 고

려하여 략을 수립하고 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고객만족, 종업원만족, 업무 로세스를 개선시 

각각의 의견을 반 한 략이 수립되므로 이는 자연히 

병원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병원들도 략을 수립시 내부

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자신들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 모두 략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내·외부 환경에 극 으로 

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국내에 소재한 9개 국립병원에 

국한되었다는 과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주로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이 부분이어서 의사들의 참여가 매우 

조한 상태 다. 이에 보다 구체 이고 정확한 연구결

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다수의 

병원들을 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원에서 핵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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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경우 일반병원들이 아닌 국립

병원들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후 일반병

원들을 상으로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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