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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유형이 의료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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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o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Military Hospital Organizations

Dong Sun Shin*, Jae Hee Lee*‡

*Dep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We conducted this research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military hospital organizations in Korea. The research samples were collected from 
employees in 12 military hospitals belonged to the Armed Forces Command. For the analysis we used SPSS 18.0 and 
AMOS 20.0 program for conducting reliability tes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military hospitals in 
Korea have strong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but weak hierarchy-oriented culture. Among the three groups of military 
hospitals, innovation-oriented culture and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were the strongest in the executive agency 
hospital group, task-oriented culture was the strongest in the group of the he frontline hospitals and hierarchy-oriented 
culture was the strongest in the group of the rear area hospitals. It was found that the executive agency hospitals have 
the strongest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among the hospital groups analyzed. This research also found 
that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ervice quality; 
hierarchy oriented culture has a direct negative(-) effect on service quality; task oriented culture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mediated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s that implementing the dynamic strategies for organizational culture with focus on 
service qualities is needed given that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military hospitals is highly affected by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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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군 의료기관은 현역 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의료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의료기관이다. 군 의료기

관은 현역 장병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현

역 병사들은 군 의료지원 체계 내에서 우선적으로 군 의

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군 의료기

관들의 필요성과 존재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군 

의료기관의 수요자인 현역 장병들은 군 입대 전 민간 의

료서비스를 경험한 후에 군에 입대하게 되므로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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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도 기회만 되면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보다 질 좋은 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특히 2004년 4월 30일

부터 현역병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민간 의

료기관 이용 시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현역병들이 증가해 왔다.  

군 의료는 2005년 10월 예비역 노ㅇㅇ병장의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 이 사건으

로 인해서 군 의료의 낙후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관심

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ʻ군 의무발전 추진 

위원회ʼ를 구성하여 군 의료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시

기에 군 의료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많은 성장과 발전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현역 장병들의 민간 의료기관의 이용 증

가율은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에 대해 경

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지속적인 투자예산 

증액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장병 환자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병원의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은 줄지 않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의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발생된 현역 장병 환

자들 중에서 약 32.5%의 환자들이 민간 의료기관을 선택

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매년 지출되는 건강보험부담금이 

약 300억 원 이상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해 

군 의료의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의료는 기존의 시설 및 장비 위주의 

투자 및 성장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

고 있으며, 이에 현역 장병 환자들의 군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군 의료조직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장병들

이 군 의료기관을 선호하도록 하는 환자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 등 다른 조직 분야에서는 조직 문화와 이의 조

직성과에 대한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조직문화는 오늘날 급변하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

고, 관리의 제6요소로서 장기적인 성과측면에서 가치 높

은 경영자원이라 인식되고 있다[3]. 또한 의료서비스 질

은 환자 만족 및 병원 재이용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부각

되고 있다[4].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

는 급속히 발전된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는 환경에서 군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있어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군 의료기관의 환자만족 제고 전

략과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군 의료조직문화 유형을 규명하

고, 민간 의료조직문화와 군 의료조직문화와의 차이를 파

악해본다. 둘째, 책임운영병원들과 기존 체계의 병원들 

간의 조직문화 유형,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의 차이를 파

악한다. 셋째, 조직문화 유형들과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료조직문화

1) 조직문화의 의의와 경쟁가치 모형

조직문화는 각 조직 나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조직에서 어떤 조직문화의 유형

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유된 가치를 포함한 여러 요

소들이 조직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그 조직의 문화

유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당면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

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5]. 이

러한 조직문화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연구대상과 분류기준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다양한 조직문화 유형 

가운데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국내․외 많은 연구들

에서 적용되어 온 조직문화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경쟁가

치모형이 있다. 

경쟁가치모형은 Quinn & Cameron[6]이 최초로 개발

하였으며, Quinn & Kimberly[7], Cameron & 

Quinn[8] 등을 통해서 더욱 체계화 되었다. 경쟁가치모

형은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차원은 융통성, 분산, 그리

고 역동성을 강조하는 영역과 안정성, 질서 그리고 통제

를 강조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내

부지향과 통합을 강조하는 영역과 외부지향과 분화 및 경

쟁을 강조하는 영역이다. 이상의 2개 차원이 결합되어 4

개 분면의 유형(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시장지향문

화, 위계지향문화)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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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분산,
역동성

안정, 질서, 통제

외부지향,
분화, 경쟁

관계지향문화
(clan culture)

위계지향문화
(hierarchy culture)

시장지향문화
(market culture)

혁신지향문화
(adhocracy culture)

내부지향,
통합

<그림 1>Cameron & Quinn[8]의 경쟁가치모형

2) 군 의료조직문화와 선행연구

군 의료기관은 군사조직에 속한 기능조직들 중의 하나

이다. 따라서 군 의료기관은 군사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료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수행한다.  

군 의료조직의 구성원은 각 제대별로 직종, 계급, 경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초기 진료행위를 담당하

는 의무(대)대 및 의무실은 신분별로 군의관, 간호장교, 

행정지원 장교 및 부사관, 의무 및 행정지원 병으로 대부

분 현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급 부대는 직접 

진료를 시행하는 군의관들의 경우 전방의 1차 진료기관에

서 1년 내지 2년을 복무한 단기 의무복무 군의장교가 

97%로 대다수이고[9], 현장 간호장교들은 1∼5년을 복무

한 위관급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지원 및 의료기

사들은 대부분 군무원과 부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은 책임운영기관1)으로 지

정되어 있어 병원장을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 계약직으

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에는 현역 단

기복무군의 및 간호장교 외에 민간 병원에서 근무경험을 

갖춘 경력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 병원은 민간 병원

에 비해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한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들 중에

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병원의 간호조

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이며, 의사인력을 포함한 

국내의 연구는 Jo et al.[10]과 Goo[11]의 연구가 전부이

다. 의료조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전반

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

형이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으로 나타났다. 의료조직은 전체적으로는 위

계지향문화가 강하고, 혁신지향문화가 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12-16].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리고 일부 관련 연구들은 주로 간호조직의 조직문화에 대

해서만 이루어져 있으며, 군 의료기관 전체 직종을 대상

1)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이라는 과제를 선정하고, 2009년에 

최초로 국군수도병원 및 보급창 등 전투근무지원부대를 중심으로 5개 부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1년에도 국군대전병

원 및 특수무기정비단 등 5개 부대들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였는데, 향후에도 전투근무지원부대들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

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이 기존체계의 기관(병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운영기관장들에게 조직의 편성, 인사 및 예산의 운영에서 독립

성이 부여되며, 이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의 업무평가와 연계한다는 점이다. 매년 이루어

지는 성과평가는 그 결과에 연계해 성과상여금과 재계약 등이 결정되므로 조직을 보다 성과 중심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운영기관들은 군 의료기관으로서의 고유하고 직접적인 임무이지만 성과평가 과제에 낮은 점수를 받는 요소들인 

전시대비업무에 대한 발전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는 등 조직의 장기적 미션보다는 단기적 성과 획득에 집착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정

적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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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 You & Kim[17]은 19개 군병

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지향문화

(3.55), 위계지향문화(3.34), 혁신지향문화(3.27), 과업

지향문화2)(2.81)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Choi[18]는 

군병원과 일반병원의 간호조직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혁신지향문화가 군병원(2.99)과 일반병원(3.16)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군사조직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19-22]에 의하면 군사조직들의 주요 조직문화는 위

계지향문화와 과업지향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유형이고, 혁

신지향문화가 약한 문화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군사

조직과 의료조직 모두에서 동일하게 위계지향문화와 과업지

향문화가 지배적인 문화 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2. 의료서비스 질

서비스 질은 객관적 평가가 용이한 유형적 재화의 품질

과는 달리 객관적인 척도에 의한 측정이나 정의․평가에 어

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선행연구의 공

통적인 견해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질을 고객지향적

인 개념으로 사실과 기대, 지각, 만족 등과 관련된 태도로 

보고 있다[23-26]. 그러므로 서비스 질은 상대적인 서비

스의 전체적인 우수성이나 우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

가를 의미하며,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객의 지각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25]. 

의료서비스 질은 환자의 진단 및 치료활동과 같은 직접

적인 진료활동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병원시설 및 의료기기 

등 병원 진료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다[27]. 그렇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은 직접적 진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점이 요구되어 진다[28, 29]. 

Donabedian[30]은 의료서비스 질을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 소비자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

여 정의하였으며, Woodside et al.[31]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서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실제 성과 간의 차이ˮ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Lytle & Mokwa[32]는 의료서비스 질

이란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환자는 서비스 과

정과 결과는 물론 물리적 환경까지를 포함하여 서비스 질

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의사와의 

관계, 기타 의료진들과의 관계, 물리적인 환경 등 3개 차원

으로 개념화하였으며, Zifko-Baliga & Krampf[33]는 의

료서비스의 질을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과 서비스 이용자

인 환자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의료서비스 질은 의

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에 기초하여 지각된 서비

스 상태의 수준으로 정의되며, 의료서비스 질에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의 본원적 능력과 이를 지원

하는 행정서비스 능력, 장비 및 시설 수준 등의 기술적 수

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고객지향적 태도 및 환경 등

이 포함된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인 Ware 

& Snyder[34]는 접근성과 편의성, 의료 이용능력, 계속

성, 재무적 접근성, 인간성, 지각된 질 등 6개 차원 22개

의 태도지표들에 기초를 둔 의료서비스 평가를 위한 탐색

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의 행위 8개 요소, 의료

이용 용이성 4개 요소, 치료의 확신과 계속성 3개 요소, 

의료 이용의 접근체계 5개 요소 등 4개 차원 20개 요인으

로 확인하였다. Babakus & Mangold[35]는 환자들이 인

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인으로 SERVQUAL 5개 

차원 모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Zifko-Baliga & 

Krampf[33]는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의사, 

간호사, 지원인력, 병원의 구조적인 측면, 치료결과의 5

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Choi[36]는 의료서비스 질 요인으로 진료 담당의사와

의 관계, 보살핌, 절차의 신속성 및 편리성의 3개 차원으

로 나누었으며, Park et al.[37]은 환자의 기대수준과 성

과수준 차이의 비교를 위한 평가척도로 시설과 환경, 의

료진의 기술과 전문성, 절차 편리성, 병원 직원의 친절·

성의, 치료 결과 등 5개 요인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기

대수준의 크기에 따라 만족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Han et al.[38]은 의료서비스 질 지각정보에 대하여 중심

정보와 주변정보로 구분하고, 중심정보에 공감성, 유형

성, 안전성, 효율성, 진료효과성을 포함하였고, 주변정보

에 병원 명성, 홍보활동, 구전정보 등을 포함하여 연구하

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

는 의사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치료과정 및 결과를 중시

2) 경쟁가치모형에서 대한 연구에서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과업지향문화는 <그림 1>에서 

시장지향문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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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최근에는 의료적인 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서비스 질들 즉, 의료지원인력의 능력 및 친절성, 

의료기관의 외형적인 기본시설, 접근편의성 등으로 의료

서비스 질의 평가요소가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고객만족

1980년대 초에 수요 대비 공급의 지나친 증가와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라 공급자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시장으

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고객만

족경영의 도입을 통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에 맞추기 위

해 노력하기 시작했으며[39], 기업들은 이제 고객만족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만족에 대한 관점은 고객만족과정을 중시하는 견해와 

결과를 중시하는 견해 등 2개의 축으로 분류되어진다. 

첫째, 과정을 중시하는 선행 연구[40, 41]들은 고객만

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기대-성과의 불일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및 이용 이

전에 가졌던 성능에 대한 기대와 구매 및 이용 이후에 지

각한 성능의 일치 또는 불일치한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판

단에 따라 고객만족 또는 불만족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소비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선행 연구[42, 43]들의 경우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한 이후에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이나 대

가에 비해 보상이나 편익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

가결과에 따라 만족감이 형성 및 결정된다. 이러한 주장

에서 고객만족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 및 욕구 수준의 충족 여부와 기대 및 욕구 수준의 충

족 시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만족에 관한 

판단이다[44, 45].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 볼 때 고객만족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36]. 첫째, 고객만족은 기

대치와 지각된 성과와의 비교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성

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준이 이보다 더 높았더라면 

고객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고객만족

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지각된 성과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기대 수준을 일

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고객만족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방어적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만족한 고객은 구전활동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기능도 갖는다. 따라서 고객만족은 기존 고객의 유지를 

위한 방어적 전략을 초월하여 신규 고객 창출이라는 공격

적 전략으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고객만족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고객만족

의 향상을 통한 기업 수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43]. 고객만족이 장기적인 재무성과의 중요한 척도라는 

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46-52], 기업들은 

고객만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고객만족도 

제고가 고객충성도를 높여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

을 높여서 ʻ고객만족-고객충성도-기업성과ʼ의 관계가 성

립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47, 53].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

해 만족은 의료서비스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이러한 환자만족은 재이용의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4]. 만족한 환자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불만족한 환자는 거래

를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부정적인 구전활동

을 전개함으로써 잠재고객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병원경

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39].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설계

이 연구는 군 의료조직문화의 유형을 평가하고, 이러한 

조직문화 유형들이 의료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

을 위해 이론적 고찰에 기초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

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2>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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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의 설정

1)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와 서비스 질과의 관계

조직문화와 서비스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Koutromanis[55]는 관계문화와 서비스 질은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으나, 시장문화3)와 서비스 질 간의 상관관계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조직문화가 서비스 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Lee[56]는 스포츠센터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문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대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군 의료조직의 조직문화가 서

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관계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혁신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과업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위계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와 고객만족과의 관계

조직문화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

는 많은 연구들[57-59]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성

과는 고객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조직

문화가 고객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Meterko et al.[60]는 조직문화와 환자만족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하였으며, 그는 팀워크 문화4)는 

입원환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관료적 문화

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Gillespie 

et al.[61] 및 Hopkins et al.[62] 역시 조직문화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군 의료

조직에서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조직문화 유형과 고객만족

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는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관계지향문화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혁신지향문화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과업지향문화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위계지향문화는 고객만족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의료서비스 질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

효과

Johnson & Gustafsson[63]은 서비스 질을 내부 질과 

외부 질로 구분하고, 내부 질은 외부 질의 효과를 통해서 

경영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un[64]은 여행업의 서비스 질은 여행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Hwang[65]은 서비스 질의 

물적·시스템적 질 요인, 인적 질 요인 모두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Yang[66]은 서

비스 질 속성들 중에서 확신성과 신뢰성이 고객만족에 유

3) Koutromanis[55]의 시장문화는 본 연구의 과업지향문화에 해당한다. 

4) 경쟁가치 모형의 문화유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모형에서 문화유형은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에 대한 2개 

차원을 내부지향성(internal)과 외부지향성(external), 안정성(st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으로 규정하고, 이 2개 차원을 교차시켜서 

4가지 문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경쟁가치 모형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Cameron & Quin[6]은 ʻAdhocracy 

Culture, Clan Culture, Hierarchy Culture, Market Cultureʼ라 하였고, Meterko et al.[60]는 ʻEntrepreneurial Culture, 

Teamwork Culture, Bureaucratic Culture, Rational Cultureʼ라고 표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화유형을 ʻ혁신지향문화, 관계지

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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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유형성, 공감성, 응답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서비

스 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영향 정도에 

있어서는 연구대상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해

서 군 의료조직에도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서비스 질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문화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5]와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친다는 연구[63-66]들은 있으

나, 조직문화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 질의 매

개역할에 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

들을 고찰해 볼 때, 조직문화와 고객만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조직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비스 질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관계지향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서비스 질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혁신지향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서비스 질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3: 과업지향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서비스 질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4: 위계지향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서비스 질이 매개할 것이다.

3. 설문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은 조직

문화 유형, 서비스 질, 고객만족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 등으로 총 4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직문화 유형은 Cameron & Quinn[8]

의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횡축에는 외부지향성과 내부

지향성을 기준으로 하고 종축에는 통제와 유연성을 기준

으로 혁신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

향문화로 구분된 모형을 사용하고, 선행연구[8, 67, 68]

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군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

도록 수정 보완하여 각 요인별 5개 문항, 총 20개 질문으

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지향문화를 온화함과 

배려, 전통, 충성심, 결속과 사기, 공정한 성과보상을 강

조하는 조직문화라고 정의하였다. 혁신지향문화는 창의성

과 혁신을 중시하고, 새로운 사업실행에 따른 위험을 감

수하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

구하는 문화로 정의하였다. 과업지향문화는 관리자의 과

업목표 달성 강조, 경쟁적 분위기 조성, 성과기반 보상시

스템, 목표지향적인 조직문화로 정의하였다. 위계문화는 

위계질서를 강조, 공식적 절차나 규칙의 준수 및 강조, 결

재과정의 중시, 계급에 기초한 보상, 조직의 변화보다 안

정을 선호하는 문화라고 정의하였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은 의료적 요소와 함께 지원되는 

모든 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27]을 

수용하여 Parasuraman et al.[24]의 서비스 질 평가 5

개 차원의 요소를 기초한 다른 선행연구[69-71]를 참고

하여 단일차원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자만족은 의사, 간호사, 관리활동, 시설과 청결에 영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Chahal & Mehta[72]과 고객만족

은 고객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

고 환자만족 측정요소로 진료서비스, 진료 외 서비스, 전

반적 서비스 만족, 병원선택 만족 등의 4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한 Im[69]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

자만족이란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결과로 지각하게 되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위한 평가요

소는 의사 및 간호사의 처치에 대한 만족, 투약 및 검사결

과에 대한 만족, 행정지원 절차에 대한 만족, 시설 및 장

비에 대한 만족, 병원이 제공한 전반적 서비스에 대한 만

족 등 5개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대상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병원급 부대들

로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12개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

까지 총 30일간에 걸쳐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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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 국군서울지구병원과 국군원주병원

을 제외한 12개 국군병원에 759부를 배부하여 72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8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39부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수집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로 Ch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으며, Chronbach's α 

값은 0.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변수들의 측정도구에 해당하는 조사문항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AMOS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이론

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측정

변수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각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연구모형 및 연구가

설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 공분산구조분

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절대적합

지수로 χ2
값, CMIN/DF,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로 NFI(Normal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FI(Rel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로 PGFI(Parsimonious Goodness 

Fit Index), PCFI(Parsimonious Comparative Index), 

PNFI(Parsimonious Normal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인 병원근무 직원 639명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12명

(64.5%), 여자 227명(35.5%)이었으며, 신분별로는 장교 

412명(64.5%)5), 부사관 36명(5.6%), 군무원 57명

(8.9%), 병사 134명(21.0%)으로 장교가 가장 높은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근무분야별로는 진료부 270명(42.2%), 

간호부 247명(38.7%), 행정부 122명(19.1%) 순이었다.

군에 복무한 기간은 1년 미만 175명(27.4%), 1년 이상

∼5년 미만 336명(52.6%), 5년 이상 128명(20.0%)로 1

년 이상∼5년 미만의 재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조사할 시

점에 현재 소속된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은 1년 미만 

330명(51.6%), 1년 이상∼5년 미만 295명(46.2%), 5년 

이상 14명(2.2%)으로 1년 미만 근무자가 많았다. 병원 

집단별로 보면 전방지역 7개 병원이 통합된 전방병원집단 

284명(44.4%), 후방지역에 위치한 3개 병원을 통합한 후

방병원집단 135명(21.1%),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

원 등 책임운영병원집단 220명(34.4%)이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1)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정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직문화 유형 20개, 서비스 질 12개, 고객만족 5개 등 

총 37개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측정 모형을 구성한 후에 

최대 우도법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한 결과 다중상관자

승(SMC)값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위계지향문화 

2개 문항, 서비스 질 3개 문항을 제거하고 2차 분석을 진

행하였다. 

2차 분석을 실행한 결과 비표준화인과계수의 모든 검

정통계량(C.R.)이 ±1.96보다 큰 값으로 예측치는 통계

적 유의성을 갖게 되었으며, 표준화 요인적재 값(λ)들이 

0.5 이상으로 개별 측정변수의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개념타당도 및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6). 또

한, <표 1>과 같이 1차 모형에서 문제되었던 SMC 값들

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변수들은 해

당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5) 장교 412명 중에서 군의 및 치과군의관 158명(38.4%), 간호장교 184명(44.7%), 행정 및 지원장교 70명(17.0%)이었다.

6) 개념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이 제대로 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잠재변수를 구성

하는 관측변수와의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0.5이상이면 되고, 수렴타당도는 해당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설명력으로 개념신뢰

도(CR: 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 또는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값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AVE 값은 0.5이상, CR값이 0.7이상, SMC값은 0.4이상의 값을 보이면 된다[73, 74].  



신동선 외 :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유형이 의료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31

<표 1> 측정변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요인 측정문항
검정

통계량
(C.R.)

표준화
적재치
(λ)

다중상관자승
(SMC)

오차
분산

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지수
(AVE)

관계
문화

주요특징 fixed .808 .653 .286

.910 .670

리더십 24.501*** .842 .708 .290

직원관리 21.111*** .754 .569 .347

조직관리 24.378*** .839 .703 .286

전략적강조 21.779*** .772 .696 .380

혁신
문화

주요특징 fixed .829 .688 .304

.931 .730

리더십 25.072*** .822 .675 .332

직원관리 27.179*** .865 .748 .264

조직관리 26.763*** .857 .734 .251

전략적 강조 28.758*** .895 .802 .199

과업
문화

주요특징 fixed .698 .488 .389

.882 .600

리더십 16.300*** .714 .509 .398

직원관리 17.147*** .755 .570 .419

조직관리 18.434*** .823 .677 .276

전략적 강조 17.306*** .763 .582 .401

위계
문화

주요특징 fixed .845 .714 .324

.835 .628리더십 21.100*** .819 .671 .387

직원관리 19.869*** .760 .577 .451

서비스 질

시설편리 및 청결 fixed .654 .427 .467

.945 .659

의료서비스 신뢰 17.364*** .783 .613 .278

검사결과 신뢰 15.932*** .706 .498 .340

직원과 약속 신뢰 17.066*** .767 .588 .266

의무기록 신뢰  17.231*** .776 .601 .266

자발적 서비스 제공 17.702*** .802 .643 .256

고객요구 즉각 반응 18.168*** .828 .685 .233

환자요구 신속 해결 16.924*** .759 .576 .323

고객불편 즉시해결 17.600*** .796 .633 .286

고객
만족

의료서비스 만족 fixed .762 .580 .249

.926 .716

투약 및 검사 만족 21.547*** .820 .672 .192

행정지원 만족 20.179*** .774 .600 .286

시설 및 환경 만족 19.693*** .758 .575 .328

전반적 서비스 만족 22.146*** .840 .705 .187

Fixed: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의 모수 추정치를 최초 분석 시에 1로 고정시킴.
***: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χ2
=1204.53(p=0.00), 

GFI=.89, RMR=.03, RMSEA=.05, NFI=.92, 

RFI=.91, IFI=.95, TLI=.94, CFI=.95, AGFI=.87, 

PGFI=.75, PCFI=.86, PNFI=.83 등 전반적인 적합지

수들이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모형에서 표준화회귀계수 값(λ)이 모두 0.5 이상

으로 나타났고,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개념신뢰도(CR)값이 0.7 이상이었으

며, 잠재변수들에 대해 관측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분

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0.5 이

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모형은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판별타당도를 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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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표 2>와  같이 잠재변수 간 Pearson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유의수준(p

≤0.05)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잠재변수의 결정계

수(R2=0.59)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모형은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2) 신뢰도 검정

Chronbachʼs α 계수를 사용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검

정한 결과 각 요인별 Chronbachʼs α 계수가 0.70 이상

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검

정되었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들의 Chronbachʼs α 값이 

측정변수 제거 시의 Chronbachʼs α값보다 높게 나타났

으므로 제거할 측정변수가 없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모

형의 잠재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검정결과는 <표 

3>과 같다. 

3. 배경변수에 대한 병원 집단별 직원의 인식차이 

분석

이 연구에서 병원 집단을 책임운영병원, 전방병원, 후

방병원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병원집단별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어떤 집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의 사후분석을 하였다<표 4>. 

군 병원의 조직문화 유형의 평균값은 관계지향문화

(3.444)＞혁신지향문화(3.258)＞과업지향문화(3.212)＞

위계문화(3.169) 순으로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유형별 병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관계지향

문화의 평균은 책임운영병원(3.517)＞전방병원(3.45

9)＞후방병원(3.295)순으로 책임운영병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p=0.038(p＜0.05에서 유

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결

과에서 책임운영병원과 후방병원 간의 평균차이는 0.222 

(p=0.041)로 유의하게 책임운영병원이 후방병원보다 인

식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지향문화의 평균값은 책임운영병원(3.499)＞전방

병원(3.151)＞후방병원(3.104) 순으로 책임운영병원이 

가장 높았으며(p=0.000), Scheffe의 사후분석결과에서 

책임운영병원과 전방병원 간의 평균차이는 0.338(p=0.000) 

만큼 책임운영병원이 높았다. 책임운영병원과 후방병원 

간에는 0.385(p=0.000)만큼 책임운영병원이 높았다.

과업지향문화의 평균값은 전방병원(3.317)＞후방병원

(3.286)＞책임운영병원(3.062)순으로 전방병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전방병원이 책임운영병원보다 평균 0.255(p=0.001) 

만큼 높았다.

위계지향문화의 평균값은 후방병원(3.228)＞책임운영

병원(3.139)=전방병원(3.136)으로 단순평균비교에서는 

후방병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0.257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3개 집단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표 2> 잠재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변수
관계지향

문화
혁신지향

문화
과업지향

문화
위계지향

문화
서비스질 고객만족

관계지향문화 1

혁신지향문화
.757**
(.26)

1

과업지향문화
.360**
(.023)

.356**
(.025)

1

위계지향문화
-.290**
(.032)

-.273**
(.035)

.138**
(.026)

1

서비스 질
.664**
(.025)

.617**
(.029)

.278**
(.018)

-.276**
(.026)

1

고객만족
.596**
(.025)

.541**
(.026)

.327**
(.018)

-.199**
(.025)

.765**
(.025)

1

** p＜0.01, (  )안의 수치는 공분산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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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결과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Analysis)

변수명 측정항목
기술통계 Chronbachʼs α 

평균 표준편차 항목 제거시 α

관계지향
문화

관계지향문화1(주요특징) 3.44 .909 .876

.901

관계지향문화2(리더십) 3.38 .999 .872

관계지향문화3(직원관리) 3.54 .989 .885

관계지향문화4(조직관리) 3.41 .983 .871

관계지향문화5(전략적 강조) 3.45 .972 .888

혁신지향
문화

혁신지향문화1(주요특징) 3.27 .998 .919

.931

혁신지향문화2(리더십) 3.23 1.011 .919

혁신지향문화3(직원관리) 3.23 1.025 .913

혁신지향문화4(조직관리) 3.28 .973 .915

혁신지향문화5(전략적 강조) 3.29 1.004 .908

과업지향
문화

과업지향문화1(주요특징) 3.34 .872 .845

.865

과업지향문화2(리더십) 3.33 .901 .842

과업지향문화3(직원관리) 3.30 .998 .838

과업지향문화4(조직관리) 3.32 .926 .822

과업지향문화5(전략적 강조점) 3.31 .981 .839

위계지향
문화

위계지향문화1(주요특징) 3.27 1.066 .767

.850위계지향문화2(리더십) 3.17 1.086 .787

위계지향문화3(직원관리) 3.07 1.033 .815

서비스 질

서비스질4(시설  편의 및 청결) 3.60 .904 .924

.925

서비스질5(제공 서비스 신뢰) 3.55 .848 .915

서비스질6(검사결과 신뢰) 3.65 .823 .920

서비스질7(약속이행) 3.62 .803 .916

서비스질8(정확한 의무기록) 3.71 .820 .916

서비스질9(자발적 서비스 제공) 3.65 .847 .914

서비스질10(즉각적 반응) 3.70 .861 .913

서비스질11(환자요구 신속 이행) 3.70 .874 .918

서비스질12(고객불편 즉각 해결) 3.71 .884 .915

고객
만족도

고객만족1(의료서비스 만족) 3.61 .772 .874

.892

고객만족2(투약 및 검사 만족) 3.75 .766 .861

고객만족3(행정지원 만족) 3.65 .845 .872

고객만족4(시설 및 환경 만족) 3.60 .879 .844

고객만족5(전반적 서비스 만족) 3.73 .797 .858

서비스 질에 대한 병원집단 간 평균비교에서는 책임운

영병원(3.801)＞전방병원(3.597)＞후방병원(3.537) 순

으로 나타났으며, p=0.000으로 통계적 유의하였다. 

Scheffe의 사후분석결과에서는 책임운영병원과 전방병원 

간의 평균 차이는 0.204(p=0.003)만큼 책임운영병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책임운영병원과 후방병원 

간의 평균 차이는 0.265(p=0.001)만큼 책임운영병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전방병원과 후방병원 간

에는 평균 차이는 0.060(p=0.6877)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고객만족에 대한 직원의 인식에 대한 평균은 3.67이었

으며, 병원 집단별 평균값은 책임운영병원(3.812)＞전방

병원(3.607)＞후방병원(3.562) 순으로 책임운영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p=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cheffe의 사후분석결과에서 책임운영병원과 전방병원 

간의 평균차이는 0.205(p=0.003)만큼 책임운영병원이 

높았고, 책임운영병원과 후방병원 간에는 평균 0.250 

(p=0.003)만큼 책임운영병원이 높았으나, 전방병원과 후

방병원 간에는 평균차이가 0.046(p=0.81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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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병원집단별 직원의 인식차이 분석(Difference Analysis in Hospital Groups)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사후검증

관계지향문화

책임운영(a) 3.517 .907
3.291*

(.038)
a＞c

전방병원(b) 3.459 .756

후방병원(c) 3.295 .714

총계 3.444 .806

혁신지향문화

책임운영(a) 3.499 .949

12.016***
(.000)

a＞b, c　　
전방병원(b) 3.151 .855

후방병원(c) 3.104 .759

총계 3.258 .885

과업지향문화

책임운영(a) 3.062 .856

7.327**
(.001)

b＞a
전방병원(b) 3.317 .684

후방병원(c) 3.236 .676

총계 3.212 .754

위계지향문화

책임운영(a) 3.139 .938
1.363
(.257) -

전방병원(b) 3.136 .946

후방병원(c) 3.286 .885

총계 3.169 .931

서비스질

책임운영(a) 3.801 .730

8.524***
(.000)

a＞b,c
전방병원(b) 3.597 .646

후방병원(c) 3.537 .596

총계 3.655 .674

고객만족

책임운영(a) 3.812 .711

7.909***
(.000)

a＞b,c
전방병원(b) 3.607 .661

후방병원(c) 3.562 .626

총계 3.668 .679

*p＜0.05, ** p＜0.01, *** p＜0.001

4. 연구모형의 검정

본 연구는 조직문화의 유형과 서비스 질, 고객만족 간

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타당도와 신

뢰도가 확인된 측정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모형으로 설정

하였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으며, 계수의 추정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와 동일한 

지수들을 사용하였으며, 검정한 결과 χ2=1204.53(p=.000), 

df=449, CMIN/DF=2.7, GFI=.89, RMR=.03, RMSEA=.05, 

TLI=.94, CFI=.95, NFI=.92, RFI=.91, IFI=.95, 

AGFI=.87, PGFI=.75, PCFI=.86, PNFI=.81 등 전반

적인 적합지수들이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은 가설검증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5. 연구가설 검증

연구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그림 3> 및 <표 5>와 같

으며, 구조방정식에서 가설의 채택 유무는 인과계수

(regression weights)에서 제시되는 C.R.(critical ratio)

값으로 판단하며, C.R.값이 ±1.96보다 작으면 해당경로

의 가설은 기각된다. 

[가설 1]은“군 의료기관 조직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으며, 하위 가설로 [가

설 1-1]은“관계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β=.535, 

C.R.=7.341(≥±1.96), p=.000로 [가설 1-1]은 채택되

었다. [가설 1-2]는“혁신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 

C.R.=2.77(≥±1.96), β=.181로 나타나 [가설 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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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다. [가설 1-3]은 “과업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C.R.=.770(≤±1.96), p=.442(p＞.05)이므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1-4]는 “위계지향문화는 서비

스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으며, 분

석결과 C.R.=-2.074(≥±1.96), p=.0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위계지향문화가 강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2]는“조직문화 유형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으며, 하위 가설로 [가설 

2-1]은 “관계지향문화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C.R.=1.845(≤

±1.96), p=.065(p＞.05)로 통계적 유의수준을 초과하

여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가설 2-2]는“혁신지향문

화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

였다. 분석결과 C.R.=-.691(≤±1.96)으로 [가설 2-2]

는 기각되었다. [가설 2-3]은“과업지향문화는 고객만족

에 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β=.105, C.R.=2.992(≧±1.96), p=.003(p＜.05)

으로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가설 2-4]는“위계지향

문화는 고객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

하였으며, 분석결과 C.R.=.382(≤±1.96), p=.703(

p＞.05)으로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가설 2]

는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3]은“서비스 질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ˮ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 β=.745, 

C.R.=12.283(≥±1.96), p=.000으로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  )는 C.R. 값임.  *: p<.05, **: p<.01  ***: p<.001

<그림 3> 연구 분석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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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가설 검정결과(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Testing)

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β)

S.E C.R.(t) p
검증
결과

가설 1-1 관계지향문화 → 서비스 질 .430 .535 .059 7.341 *** 채택

가설 1-2 혁신지향문화 → 서비스 질 .131 .181 .047 2.769 .006 채택

가설 1-3 과업지향문화 → 서비스 질 .029 .030 .038 .770 .442 기각

가설 1-4 위계지향문화 → 서비스 질 -.052 -.080 .025 -2.074 .038 채택

가설 2-1 관계지향문화 → 고객만족 .097 .121 .052 1.845 .065 기각

가설 2-2 혁신지향문화 → 고객만족 -.028 -.040 .041 -.691 .489 기각

가설 2-3 과업지향문화 → 고객만족 .102 .105 .034 2.992 .003 채택

가설 2-4 위계지향문화 → 고객만족 .008 .013 .022 .382 .703 기각

가설 3 서비스 질 → 고객만족 .741 .745 .060 12.283 *** 채택

*** p＜.001

<표 6> 변수들 간의 효과분해 결과(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가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비고
검증
결과계수 값 p값 계수 값 p값 계수 값 p값

가설 4-1 관계지향문화 → 고객만족 .121 .079 .399 .005 .520 .002 완전매개 채택

가설 4-2 혁신지향문화 → 고객만족 -.040 .45 .135 .013 .095 .191 완전매개 채택

가설 4-3 과업지향문화 → 고객만족 .105 .016 .023 .505 .128 .022 - 기각

가설 4-4 위계지향문화 → 고객만족 .013 .708 -.059 .067 -.046 .410 - 기각

3) 서비스 질의 매개효과 검정

 

[가설 4]는“조직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비스 질이 매개할 것이다.ˮ로 설정하였다. 최종 연구모형

에서 조직문화 유형과 고객만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질

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AMOS 20.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경로상의 효과를 분해하였다. 경로상의 유

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샘플 500으로 신뢰수준 95%로 

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하였다. AMOS 프로그램에서 변수

간의 효과분해를 통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

한 경우에는 부분매개를 하고, 직접효과는 유의하지만 간

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경우는 매개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간접효과만 유의한 

경우에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73]. 분석결

과는 아래 <표 6>과 같이 서비스 질은 관계지향문화와 고

객만족, 혁신지향문화와 고객만족 간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고찰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유형을 파악하고 이

러한 조직문화유형들이 군 의료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연구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12개 군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연

구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MOS 20.0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공분산구조분석을 통

해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대상 표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면에서 해당 

부대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근무자가 51.6%인 특

성을 보였다. 이는 군 의료기관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

해 단기간 복무하는 군의관과 병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

고, 장기복무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보

직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력구성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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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 의료기관 조직문화 유형의 형성에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분

석결과 군 의료기관은 관계지향문화의 특성이 가장 강하

고,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 지향문화 순으로 

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한편, 

주요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료조직에서 뚜렷한 조직

문화 유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위계지향문화였으며, 

외국의 연구에서는 과업지향문화인 반면, 약한 문화는 우

리나라는 관계지향문화이고, 외국의 경우는 혁신지향문화

로 나타났다[12-16]. 이와 같은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

구들 간 연구결과의 차이는 기존의 의료조직문화에 대한 

연구가 의사집단을 제외한 간호사 및 의료지원행정인력을 

중심으로 연구된 반면 본 연구는 의사집단을 포함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조직에 대한 연구[76], 

경찰조직에 대한 연구[77, 78], 해양경찰조직에 대한 연

구[79], 그리고 군사조직에 대한 연구[15, 18]에서는 전

반적으로 위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하고, 혁신지향문화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의료조직에서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지배적인 

문화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75-78]과 가장 약한 문화

는 위계지향문화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80, 81, 83]과

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군 의료조직

은 군사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의료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

이 병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조직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분화의 정도가 매우 

높고 부서들 간 원활하게 통합 및 조정이 이루어질 때 진

료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84]. 따라서 군 의

료조직이 관계지향문화가 강하다는 것은 군 병원들은 진

료, 간호, 행정지원 등의 각 조직들이 유기적이고 협력적

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위계지향문화가 가장 약하다는 것은 관리자들이 안내자로

서 직원들을 후원하고 격려에 중점을 둔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지향

문화는 의료기관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상호 협력적으

로 이루어지며,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조직에서 종업원이 

권한을 가지고 융통성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적합한 조직문화라는 측면에서 군 의료기관이 관계지

향문화가 강하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병원집단유형별 문화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는 관계지향

문화와 혁신지향문화는 책임운영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과업지향문화는 전방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위계지향문화

는 후방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대한 직원의 인식에 있어서도 책임운영

병원이 전방 및 후방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책임운영기

관제도의 핵심은 계약에 의한 성과관리 및 책임경영이며, 

기관장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과 기관

의 관리,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 받는 대신에 기관의 

운영성과에 대해 칙임을 진다[85]. 이러한 책임운영기관

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한 결과에 따라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후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성

과평가 결과는 즉각적으로 책임운영병원장의 재정적 및 

행정적인 보상 또는 벌칙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보다 조직을 성과중심으로 책임운영을 하게 된다. 따

라서 책임운영병원들은 서비스 질의 제고 및 고객만족 지

향형으로 고객접점 직원들에 대하여 오직 환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높

임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러한 평가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업지향문화와 위계지향문화가 강한 후방병원은 환자

들이 전방병원 및 국군 수도병원 등에서 1차적 처치 후에 

재활 및 정양을 위한 환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

에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조직의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고, 과업 및 성과 달성에 집중하는 등의 모

습으로 다른 병원들과의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조직문화 유형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는 서비

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계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유형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직문화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56]도 있지만, 관계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55, 86-90]이 

있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혁신지향문화가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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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지향

문화가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Trivellas & Dargenidou[89]의 연구결과와 같

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특이사항으로 위

계지향문화는 서비스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없는 결

과로서 이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군 의료기관 조직문화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 국

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유형들 중

에서 과업지향문화만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한편 Gillespie et al.[61]는 조직문화와 고

객만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실증하였으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주택건설업

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동차판매업에서만 유의하게 조

직문화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조직문화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Meterko et 

al.[60]는 팀워크문화는 환자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

지만 관료적 문화는 환자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업지향문화가 고객만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직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고, 목표달성을 강조하고, 경쟁 지향적이기 때

문에 다른 어떤 문화유형보다도 빠른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는 특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직이 빠른 성과를 위해서는 과업지향적 문화를 조성함으

로써 단기적인 환자만족을 높일 수 있겠으나 관계지향문

화의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 한 결과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고객만족도가 높아진

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들[31, 78, 90-93]에서도 지지되었다. 

조직문화와 고객만족 사이에서 서비스 질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관계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에 대하여 

서비스 질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는 군 의료조직이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관리자들은 인적자원 요소들이 환자 중심적이고 유기적인 

통합과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적 및 경

제적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환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준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과 최신 의료시설 및 장비들을 경쟁병원

과 대등한 수준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들은 항상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환자들에게 자신

감과 확신에 찬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와의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각종 기록들을 잘 작성함으로써 서비스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가 요구하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 이루어짐으로써 병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수

준을 높여야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첫째, 특수한 환경에 있는 군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해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

을 포함해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조직문

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민간 서비스조직, 공공행정조직, 

군사조직, 민간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이었

다. 또한, 군 의료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간호조직

을 분야로 한정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군 의료조직은 

의료조직으로서의 문화와 군대 문화의 특성의 충돌이 상

시적으로 발생되는[94] 특수한 환경의 조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있는 조직에서의 진료, 간호, 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 평가된다.

둘째, 최근에 군 의료조직에 새롭게 도입된 책임운영조

직과 기존의 운영조직과의 특성 차이의 분석결과는 군 의

료조직 개편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

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안 개선 및 발전 방향, 성과평

가방법의 개선 등에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책임운영병원과 기존 편성운영병원과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한 결과는 향후 군 의료조직 개편 시에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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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국군의

무사령부 예하의 12개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는 군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는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대상에 있어 운영주체 

및 규모를 다양화한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된다면, 의료기관에 

있어 조직 유형별 차이가 조직문화유형과 조직성과 간 관

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시사

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방법측면에서 이 연구는 고객만족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는 서비스 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의료전문가들에 의한 평

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고객만족 및 서비스 질

에 대한 실제 의료이용자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

에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 및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에 대한 군 의료

기관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평가 자료가 활용된 연구가 진

행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군 의료기관 서비스 질 및 고객만

족에 있어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 간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 요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로 이 연구는 조직

문화와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과의 관계에서 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부 구

성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료기관

의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 제고에 보다 구체적인 기여를 

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군 조직문화유형의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에 대한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으로 병상 규모, 전체 조직 구성원 중 의료진 비

율 등 기타 변수들이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한편, 본 연구의 병

원집단 간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바 향후 병상 규모와 의료진 비율 

등 기타 변수들을 연구모형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 

조직문화유형이 서비스 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

계가 보다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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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항제거 전과 후의 SMC 값 및 C.R.값

변수
SMC값 C.R.값

문항제거 전 문항제거 후 문항제거 전 문항제거 후

관계문화1 .65 .65 fixed fixed

관계문화2 .71 .71 24.52*** 24.50***

관계문화3 .57 .57 21.10*** 21.11***

관계문화4 .70 .70 24.36*** 24.38***

관계문화5 .60 .60 21.78*** 21.78***

혁신문화1 .69 .69 fixed fixed

혁신문화2 .67 .68 25.05*** 25.07***

혁신문화3 .75 .75 27.19*** 27.18***

혁신문화4 .73 .73 26.76*** 26.76***

혁신문화5 .80 .80 28.75*** 28.76***

과업문화1 .49 .49 fixed fixed

과업문화2 .51 .51 16.32*** 16.30***

과업문화3 .57 .57 17.16*** 17.15***

과업문화4 .68 .68 18.47*** 18.43***

과업문화5 .58 .58 17.35*** 17.31***

위계문화1 .70 .71 fixed fixed

위계문화2 .66 .67 22.03*** 21.10***

위계문화3 .58 .58 20.48*** 19.87***

위계문화4 .17 10.14***

위계문화5 .37 15.70***

서비스질1 .34 fixed

서비스질2 .32 12.21***

서비스질3 .37 12.88***

서비스질4 .47 .43 14.09*** fixed

서비스질5 .62 .61 15.38*** 17.36***

서비스질6 .50 .50 14.29*** 15.93***

서비스질7 .58 .59 15.06*** 17.07***

서비스질8 .59 .60 15.16*** 17.23***

서비스질9 .63 .64 15.47*** 17.70***

서비스질10 .67 .69 15.79*** 18.17***

서비스질11 .55 .58 14.84*** 16.92***

서비스질12 .62 .63 15.39*** 17.60***

고객만족1 .58 .58 22.13*** 22.15***

고객만족2 .67 .67 24.65*** 24.66***

고객만족3 .60 .60 22.65*** 22.67***

고객만족4 .58 .57 22.20*** 21.99***

고객만족5 .70 .71 fixed fix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