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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과 받지 않은 병원의 내부 구성원을 비교 분석하여 의료기관인증
제도가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운영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증제도에 따른 직원만족도 차
이는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본인업무 자부심 등에서와 병원운영효과는 업무표준화로 업무수행의 정
확성 등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서 
구성원 만족이 높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에 국가가 의료수가의 차별화나 의료장비를 지원하면,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들의 자발적인 인증 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병원직원, 구성원 만족도, 병원운영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which effect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has on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and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by comparatively analyzing between 
accreditation hospital and non-accreditation hospital. As for difference in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accreditation system, the incentive payment and pride of own task at the accreditation hospital and 
the hospital management effect were indicated to have positive(+) influence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upon the item such as accuracy of task performance owing to the business standardization. It was 
indicated that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is high at the accreditation hospital and that the higher 
satisfaction level leads to having influence upon the effect of hospital management. What a country 
differentiates medical bill or supports medical equipment for medical institution that acquired accreditation is 
considered to be a plan for activation that can allow non-accreditation hospitals to be able to participate 
positively in the voluntary accreditation system.  

Key Words : Accreditation, Hospital, Hospital Employees,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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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에 한 환경변화는 최근 격하게 변화하고 있

다. 특히 의료소비자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환자라는 개

념에서 고객이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의 흐름 에 고객은 의료에 한 질  서비스를 요구하

며 의료기 은 질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하여 각종 

평가 나 인증 교육 등에 많은 심을 두고 있다. 더불어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자신이 이용하는 의료기

의 의료수 에 한 정보를 알고자 하며, 이에 따른 각 

의료기 의 질  수 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2004년부터 의료기 평가를 실시하다가 2010년부

터 의료기 인증제로 환되면서 의료기 들은 병원의 

신뢰도 향상을 하여 자발 인 인증제를 받고 있으며, 

개인병원과 특성화 병원들의 참여도 확 되고 있다[1]. 

인증제란 의료기 의 의료서비스에 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 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안 의 수

과 의료의 질 향상을 해 자발 ·지속 으로 노력하도

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제도로써, 의료법 제58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 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  수 을 높이기 하여 병원  의

료기 에 한 인증제를 시행하 으며, 인증제는 종 의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발

․지속 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 의 수 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2]. 

2009년까지 의료기 평가를 실시하다 2010년부터 인

증제로 환됨에 인증에 련된 국내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인증제가 병원운 효과, 구성원 만족도 향상,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구성원 업무 수행 향상 등에 정

 결과를 보 으며, 의료기 평가제도는 강제로 시행하

지만 인증제는 자발 인 참여로 충분한 인증 비를 통

해 원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다는 이 정  결과를 도

출하 다고 하 으며, 인증 후  병원의 경제  부담감 해

소와 평가기 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 다[3][4][5].

인증으로 인한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종사

자의 태도변화 개선 효과, 호주의 23개 인증병원을 상

으로 연구 한 조직 내 여러 분야에 변화가 나타났고 특히 

안 부문과, 간호부서의 개선 효과 등 병원 내 정책, 의사

결정행태, 지속 인 질 리 로그램 도입, 인증 과정에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직차원의 지원은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 다[6][7][8][9][10].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무

으로 인증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한 2009년 5월 국내

의료기 의 외국인 환자들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료 산업에 진출할 목 이 있는 의료기

은 국제 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증기 에 한 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소

규모의 병원부터 상 종합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다수 

의료기 에서 의료기  인증을 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11].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 은 첫째, 인증 제도를 받은 

병원과 받지 않은 병원의 일반 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

며 둘째, 내부구성원만족도와 병원운 효과를 비교 분석

하며 셋째, 구성원 만족도는 병원 운 효과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악하여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 들

의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기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상자는 2012년 9월 기 으로 의

료기 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   종

합병원, 국공립병원, 학병원을 구분하여 4개 병원과 의

료기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   종합병원, 국공립

병원, 학병원 직원 300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직종 구분 없이 직원 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 다.

2.2 조사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25일 동안 자료의 수집이 진행되었고, 선정된 4개소 

의료기 을 상으로 장방문과 설문지법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지를 직종 상 분류 없이 배포 후 응

답자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미 인증 4개 병원과 

인증 4개 병원에 배부된 설문지는 총 320부 으며, 이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한 300(93%)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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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여 설문지는 배정임(2008), 한우석(2009)의 

의료기 평가제도에 한 일반 인 특성, 직원 만족도, 

병원 운 효과를 조사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의료기

인증제도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 다. 의료기  인증 제

도를 받은 병원과 받지 않은 병원으로 구분하여 병원종

사자의 일반 인 특성을 비교하여 조사하 고 병원구성

원의 만족도에는 자부심 향상, 상호 신뢰도 증가, 인센티

  보상, 능력개발기회제공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인

증이 내부 구성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병원운 효과에는 환자 수 증가, 업무수행도 향상, 효율

 자원 활용, 직원사기증가 등으로 구성하 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총 300부를 SPSS 20.0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의료기  인증, 병원 운 효과, 

구성원 만족도,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 으며, 내  타당도를 알아

보기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알아본 결과 구성원 만족도 10항

과 병원 운 효과 7문항이 각 0.77, 0.79로 나타나 문항 

간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 먼  응답자들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Frequencies)을 실시하

으며 인증병원과 비인증병원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다음으로 일반  특성에 따

른 의료기  인증, 병원 운 효과, 구성원 만족도 차이를 

악하기 해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으

며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경우 사후검정으로 Duncan-검

정을 실시하 으며, 의료기  인증이 병원 운 효과와 

구성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인증제도가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 운 효과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보기 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본 연구는 비 인증병원 종사자 150명과 인증병원 종사

자 150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이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별 성별은 여자 228명

(76.0%), 남자 72명(24.0%)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30  98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졸 136명

(45.3%)으로 졸이 가장 많았다. 연 은 3000만원 미만 

105명(35.0%)으로 3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직종

은 간호사 107명(35.7%)의사 8명( 2.7%)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266명(88.7%)으로 정규

직이 많았으며, 근무부서는 진료  진료지원부서 131명

(43.7%)으로 진료  진료지원부서가 가장 많았다. 근속

년수는 5년 미만 99명(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병

원은 국공립병원 135명(45.0%)으로 국공립병원이 가장 

많았다. 인증병원과 비인증병원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고용상태, 근무부서에

서는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나 연령, 학력, 여, 직종, 근

무기간, 근무병원에서는 동질성이 확보 되지 않았다.

3.2 인증여부에 따라 일반적 특성에 비교 분석

3.2.1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원만족도 차이

<Table 2>는 비 인증병원  근무 년 수에 따른 구성

원 만족도에서는  5년 미만 2.90(±0.49), 5～10년 미만 

2.81(±0.42), 10～20년 미만 2.73(±0.35), 20년 이상 

2.68(±0.42)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F=2.034, p>0.05)

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증병원에서는 5년 미만3.08(±0.38), 

5～10년 미만 3.05(±0.41), 10～20년 미만 3.01(±0.49), 20

년 이상 3.25(±0.4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F=2.708, p<0.05)를 보이고 있다. 비 인증병원  고용형

태에 따른 내부구성원 만족도에서는 정규직 2.80(± 0.44), 

비정규직 2.93(±0.49)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T|=1.258, p>0.05)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증병원에서는 

정규직 3.10(±0.44), 비정규직 3.34(±0.43)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1.984, p<0.05)를 보이고 있다. 

성별, 직종, 근무부서, 근무병원에서는 비 인증병원이

나 인증병원 둘 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2.2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병원 운영효과 차이

<Table 3>은 조사 상 병원종사자의 일반 인 특성

을 병원운 효과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 인증병원  근

무병원에 따른 병원 운 효과에서는 종합병원 3.07(±0.51), 

학병원 3.01(±0.56), 국공립병원 3.01(±0.55)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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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N %

Non-Accredited 

Hospital

Accredited 

Hospital 

N % N %

sex
Male 72 24.0 38 25.3 34 22.7 .292

(.685)Female 228 76.0 112 74.7 116 77.3

Ages

20s 83 27.7 52 34.7 31 20.7

25.060

(.000)

30s 98 32.7 57 38.0 41 27.3

40s 88 29.3 36 24.0 52 34.7

50s over 31 10.3 5 3.3 26 17.3

Education

Highschool 14 4.7 9 6.0 5 3.3

29.940

(.000)

college graduates 119 39.7 72 48.0 47 31.3

University graduates 136 45.3 67 44.7 69 46.0

postgraduate or higher 31 10.3 2 1.3 29 19.3

Annual salary 

less than 30million won 105 35.0 79 52.7 26 17.3

67.150

(.000)

from 30million won to 40million won 92 30.7 50 33.3 42 28.0

from 4omillion won to 50million won 55 18.3 16 10.7 39 26.0

more than 50million won 48 16.0 5 3.3 43 28.7

occupation

Doctor 8 2.7 2 1.3 6 4.0

11.450

(.043)

Nurse 107 35.7 54 36.0 53 35.3

Chemist 12 4.0 2 1.3 10 6.7

Medical technician 89 29.7 43 28.7 46 30.7

Administration 68 22.7 42 28.0 26 17.3

Others 16 5.3 7 4.7 9 6.0

Employment 

status

Full time 266 88.7 130 86.7 136 90.7 1.194

(.181)Temporary 34 11.3 20 13.3 14 9.3

working 

department

Clinical services and support 131 43.7 59 39.3 72 48.0
2.292

(.318)
Administration and others 74 24.7 40 26.7 34 22.7

Nursing Department 95 31.7 51 34.0 44 29.3

Years of service

less than 5years 99 33.0 71 47.3 28 18.7

35.505

(.000)

less than 5to 10years 55 18.3 20 13.3 35 23.3

less than 10to 20years 64 21.3 34 22.7 30 20.0

more than 20years 82 27.3 25 16.7 57 38.0

classification

general hospital 75 25.0 46 30.7 29 19.3
16.527

(.000)
university hospital 90 30.0 54 36.0 36 24.0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135 45.0 50 33.3 85 56.7

Total 300 100.0 150 100.0 15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으로 유의미한 차이(F=0.220, p>0.05)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증병원에서는 종합병원 3.02(±0.52), 학병원 3.42(±0.45), 

국공립병원 3.34(±0.44)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F=6.928, p<0.01)를 보이고 있다. 

성별, 근무년수, 직종, 고용형태, 근무부서에서는 비 인

증병원이나 인증병원 둘 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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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Non-Accredited Hospital Accredited Hospital

M± SD T/F M± SD T/F

sex
Male 2.70± 0.51

-1.825
3.06± 0.43

-0.878
Female 2.85± 0.42 3.14± 0.45

Years of service

less than 5years 2.90± 0.49

2.034

3.08a,b± 0.38

2.708*
less than 5to 10years 2.81± 0.42 3.05a,b± 0.41

less than 10to 20years 2.73± 0.35 3.01a± 0.49

more than 20years 2.68± 0.42 3.25b± 0.45

occupation 

Doctor 3.65± 0.07

2.025

2.92± 0.62

0.466

Nurse 2.81± 0.35 3.14± 0.39

Chemist 2.55± 0.07 3.22± 0.53

Medical technician 2.79± 0.47 3.14± 0.44

Administration 2.77± 0.51 3.06± 0.52

Others 3.03± 0.42 3.13± 0.29

Employment 

status

Full time 2.80± 0.44
-1.258

3.10± 0.44
-1.984*

Temporary 2.93± 0.49 3.34± 0.43

working 

department

Clinical services and support 2.80± 0.47

0.077

3.16± 0.46

1.202Administration and others 2.81± 0.51 3.02± 0.45

Nursing department 2.83± 0.36 3.14± 0.42

classification

general hospital 2.84± 0.52

1.251

2.98± 0.42

1.750university hospital 2.74± 0.39 3.15± 0.46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2.87± 0.42 3.16± 0.44

Total 2.81± 0.45 3.12± 0.44
*
 p<0.05에서 유의미하다.

 <Table 2> Difference in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n-Accredited Hospital Accredited Hospital

M± SD T/F M± SD T/F

Sex
Male 3.05± 0.55

0.292
3.20± 0.54

-1.413
Female 1.280 3.33± 0.46

Years of service

less than 5years 3.11± 0.55

2.051

3.41± 0.41

1.280
less than 5to 10years 2.79± 0.50 3.32± 0.41

less than 10to 20years 3.03± 0.55 3.17± 0.52

more than 20years 2.98± 0.48 3.30± 0.52

occupation

Doctor 3.36± 0.10

0.427

3.33± 0.56

1.658

Nurse 3.07± 0.58 3.42± 0.39

Chemist 2.71± 0.40 3.27± 0.23

Medical technician 3.02± 0.50 3.25± 0.50

Administration 3.01± 0.57 3.11± 0.59

Others 2.92± 0.34 3.37± 0.54

Employment status
Full time 3.02± 0.54

-0.680
3.29± 0.48

-0.896
Temporary 3.11± 0.54 3.41± 0.46

working 

department

Clinical services and support 3.02± 0.52

0.011

3.28± 0.50

2.940Administration and others 3.03± 0.57 3.17± 0.52

Nursing Department 3.04± 0.55 3.43± 0.38

classification

general hospital 3.07± 0.51

0.220

3.02± 0.52

6.928
**

university hospital 3.01± 0.56 3.42± 0.45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3.01± 0.55 3.34± 0.44

Total
3.03± 0.54

3.30± 0.48
** p<0.01에서 유의미하다.

문자 a<b<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 범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p<.05), 평균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Table 3> Difference in effect of hospital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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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action Level of the Hospital Employees

Non-Accredited 

Hospital 

Accredited 

Hospital T

M ± SD M ± SD

The healthcare organization accreditation inspired my pride regarding my 

work 
2.99± .81 3.01± .88 -.205

The healthcare organization accreditation made me think that my work is 

important in the hospital
3.33± .85 3.35± .70 -.223

I am being respected and trusted in my workplace, considering the 

achievements that I have accomplished in terms of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2.83± .78 3.22± .74 -4.494***

The hospital has paid incentives since the accreditation of the healthcare 

organization.
1.93± .82 2.73± 1.00 -7.584

***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I have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develop and display my ability. (Overseas study, 

Workshop, Conference etc.)  

2.54± .81 2.78± .87 -2.470*

The hospital is providing equipment, forms, programs, computers and so on  

in delivering medical services.
2.93± .79 3.36± .69 -5.078

***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its internal 

employees began to have more confidence in their bosses and co-workers.
2.87± .88 3.09± .74 -2.264

*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its medical 

knowledge and ideas have been further improved. 
3.04± .81 3.37± .75 -3.634***

The entire medical knowledge of the hospital has been improved by the 

in-house training.
3.15± .75 3.38± .67 -2.828

**

The hospital is making an effort to provide employees with convenient 

facilities (staff lounges). 
2.52± .85 2.91± .91 -3.866

***

* p<0.05, ** p<0.01, *** p<0.001

<Table 4> Satisfaction Level of the Hospital Employees

3.3 인증여부에 따른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 

운영 효과 차이 분석

3.3.1 의료기관 인증여부에 따른 구성원 만족도 비교

인증여부에 따른 병원종사자 만족도 하  문항  ‘의

료기  인증으로 인하여 본인 업무에 해 자부심이 높

아졌다’에서 비 인증병원 2.99, 인증병원 3.01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T|=.205, p>0.05)를 보이고 있지 않으

며, ‘의료기  인증으로 내 업무가 병원에서 요하다고 

생각 한다’에서 비 인증병원 3.33, 인증병원 3.3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05, p>0.05)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  인증으로 내 업무가 병원에서 요하

다고 생각 한다’에서 비 인증병원 3.33, 인증병원 3.3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23, p>0.05)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의료기 인증으로 일에 한 나의 업 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존 과 신임을 받고 있다’에서 

비 인증병원 2.83, 인증병원 3.22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4.494, p<0.001)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병원은 

인증 후에 인센티 를 지 한 이 있다’에서 비 인증병

원 1.93, 인증병원 2.73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T|=7.584, p<0.001)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병원은 인증 

후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

다’에서 비 인증병원 2.54, 인증병원 2.78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470, p<0.05)를 보이고 있다.

‘우리병원은 의료서비스 달 시 도구, 양식, 로그램, 

컴퓨터 등을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다’에서 비인증병원은 

2.93, 인증병원은 3.36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T|=5.078, p<0.001)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병원 내부 구

성원들은 의료기  인증 후 상사  동료를 더욱 더 신뢰

하게 되었다’에서 비 인증 2.87, 인증 3.09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264, p<0.05)를 보이고 있으며, ‘우

리병원은 의료기  인증 후에 의료지식  생각 등이 더

욱 발 하게 되었다’에서 비 인증병원 3.04, 인증병원 

3.37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634, p<0.001)를 

보이고 있다.

‘우리병원 체 의료지식이 병원교육에 의하여 더 향

상되었다’에서 비 인증병원 3.15, 인증병원 3.38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828, p<0.01)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병원은 직원들을 해 편의시설을 해 노력하고 

있다’에서는 비 인증병원 2.52, 인증병원 2.91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T|=3.866, p<0.001)를 보이고 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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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n the Hospital Management 　

Non-Accredited 

Hospital 

Accredited 

Hospital T

M ± SD M ± SD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the number of in 

and out patients has increased.
3.28± .92 2.99± .76 3.010**

The standardization of tasks according to the healthcare organization 

accreditation has elevated the accuracy of the performance of employees. 
3.05± .77 3.50± .64 -5.530***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it has

been able to utilize its resources (funds, materials) more effectively.
2.87± .78 3.20± .74 -3.717

***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most internal 

employees are satisfied with the healthcare services they provide.
2.95± .76 3.29± .76 -3.967***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the

morale of the employees has been raised.
2.77± .83 3.16± .79 -4.145***

Since the hospital was accredited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it has

become easy to obtain related data from information systems.
3.04± .83 3.37± .71 -3.726

***

The accreditation as a healthcare organization facilitates the provision of required 

trainings in my hospital. 
3.25± .83 3.58± .69 -3.714***

* p< 0.05, ** p<0.01, *** p<0.001

<Table 5> The effect on the hospital management of hospital employees

3.3.2 의료기관 인증 여부에 따른 병원 운영효과 비교 

인증여부에 따른 병원운  효과 문항 의료기  

인증 후 병원의 외래  입원환자의 수가 증가하 다
에서 비인증병원은 3.28, 인증을 받은 병원 2.99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010, p<0.01)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 인증에 따른 업무표 화로 직원들의 업무수

행의 정확성이 높아졌다에서는 비인증병원에서는 

3.05, 인증병원에서는 3.50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T|=5.530, p<0.001)를 보이고 있다.의료기  인증 

후 병원은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게 되었다에서 비 

인증병원 2.87, 인증병원은 3.20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717, p<0.001)를 보이고 있으며,의료기  인

증 후 내부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의료서비스에 하여 

만족하는 편이다에서 비 인증병원에서 2.95, 인증병원

에서는 3.29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967, 

p<0.001)를 보이고 있다.의료기  인증 후 직원들의 사

기가 높아졌다에서 비 인증병원 2.77, 인증 병원 3.16으

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4.145, p<0.001)를 보

이고 있으며,의료기  인증 후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련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에서 비 인증 병원 3.04, 

인증 병원 3.37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726, 

p<0.001)를 보이고 있으며,우리병원은 의료기 인증으

로 인해 필요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에서 비 인

증 3.25, 인증 3.58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T|=3.714, p<0.001)를 보이고 있다<Table 5>.

3.4 의료기관 인증이 구성원의 만족도와 병원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

3.4.1 의료기관인증이 구성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  인증이 구성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조사자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근무년수, 고용형태, 근무병원을 통제하고 의료기  

인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구성원의 만족도를 종속변인

으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와 같

이 나타났다. 의료기  인증이 구성원의 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설명한 총 설명력은 12.1%로 악되었으며, 

의료기  인증(β=.292, p<.001)이 구성원의 만족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정 (+) 향(F=9.253, p<.001)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원이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 으로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원이 구성원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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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ndardized Coeffcient
Standardized 

Coeffcient t VIF

B Standard error beta

Years of service .005 .003 .103 1.672 1.291

Employment status -.159 .086 -.107 -1.845 1.145

university hospital .005 .073 .005 .068 1.743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103 .065 .109 1.583 1.162

Accredited Hospital .225 .043 .292 5.176
***

1.085

  adj =.121, Durbin-Watson= 1.768, F=9.253***

*** p<0.001에서 유의미하다.

고용상태 정규직=1

<Table 6> The effect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Hospital Employees

Non-Standardized Coeffcient
Standardized 

Coeffcient t VIF

B Standard error beta

Years of service -.006 .004 -.109 -1.771 1.291

Employment status .018 .097 .011 .188 1.145

university hospital .207 .082 .180 2.511* 1.743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158 .073 .149 2.164* 1.612

Accredited Hospital .301 .049 .350 6.176*** 1.085

   adj=.117, Durbin-Watson= 1.637, F=8.888***

*** p<0.001에서 유의미하다.

고용상태 정규직=1

<Table 7> The effect on the hospital management of hospital employees

3.4.2 의료기관 인증이 병원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  인증이 병원 운 효과에 미치는 향을 검

증하기 해 조사자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근무년수, 고용형태, 근무병원을 통제하고 의료기  

인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병원 운 효과를 종속변인으

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와 같이 

나타났다. 의료기  인증이 병원 운 효과에 미치는 

향을 설명한 총 설명력은 11.7%로 악되었으며, 의료기

 인증(β=.350, p<.001)이 병원 운 효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 향(F=8.88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원이 운 효과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 으로 의료기 인증이 병

원 운 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5 인증제도가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 운영효

과 에 미치는 영향

인증 제도를 받은 병원이 인증획득으로 인한 구성원 

만족도가 병원 운 효과에 미치는 향이라는 가설을 검

증하기 해 조사자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근무년수, 고용형태, 근무병원을 통제하고 구성원 만

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운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하

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

났다. 내부구성원 만족도가 운 효과에 미치는 향을 

설명한 총 설명력은 41.1%로 악되었으며, 내부구성원 

만족도(β=.590, p<.001)가 운 효과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정 (+) 향(F=20.1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병원 구성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 운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 으로 내부 구성원 

만족도가 운 효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3.6 인증제도가 구성원 만족도와 병원운영효

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로분석 

다 회귀분석을 토 로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  특

성을 제외하고, 인증제도, 구성원만족도, 병원운 효과를 

심으로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하 다. 경로분

석모형을 그려보면 [Fig. 1]과 같다. 

변수간의 경로분석 결과 의료기 인증→구성원만족

도, 의료기 인증→병원운 효과, 구성원만족도→병원

운 효과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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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ndardized 

Coeffcient

Standardized 

Coeffcient t VIF

B Standard error beta

Years of service -.014 .004 -.269 -3.722*** 1.280

Employment status .176 .116 .107 1.515 1.226

university hospital .301 .094 .269 3.195** 1.740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173 .082 .180 2.103* 1.798

Satisfaction Level of the Hospital Employees .635 .073 .590 8.691*** 1.127

   =.411, Durbin-Watson= 1.980, F=20.131
***

*** p<0.001에서 유의미하다.

<Table 8> Influence of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upon hospital management effect

Accreditation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Fig. 1]

Path analysis B S.E. C.R.  P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 Accredited Hospital .254 .042 6.050 .330 ***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 Accredited Hospital .194 .047 4.086 .225 ***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346 .062 5.608 .309 ***

주: 1) S.E는 Standard error(표 오차)의 약자이며, C.R는 Critical ratio의 약자이다.

   2) 유의미한 경로의 단은 유의수  p<0.05를 기 으로 하 다. 

Dependent Variable Effect

Independent Variable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Accredited Hospital

Direct Effect .330 .225

Non-Direct Effect - .102

Total Effect .330 .327

Hospital Employees' Satisfaction Level

Direct Effect - .309

Non-Direct Effect - -

Total Effect - .309

의료기 인증은 구성원만족도에 직 (.330)으로 

향을 미치고, 병원운 효과에는 직 (.225)으로, 간

(.102)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

 인증은 구성원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병원운 효과에도 직·간 으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 인증이 높을수록 구

성원 만족도가 높고 병원운 효과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구성원 만족도는 병원운 효과에 직 (.309)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병원운 효과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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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의료 시장 개방화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는 속도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한 의료  

 의료기술 개발, 국제인증평가(JCI) 등에 있어서 의료

기 들은 변하지 않으면 병원 경 에 치명 이고 생존에 

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의료기 들이 의료기 인증을 받고자 하

는 배경에는 국내 의료기 평가제도에 한 보완책을 마

련하며, 로벌 헬스 어산업의 참여를 한 국제  인

증기 을 마련하기 함으로 분석된다[14]. 실제로 미국

은 95%이상이 TJC인증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들이

나 사 보험에서 의료기 과 약을 맺기 한 첫째 조건

들은 의료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시한다[15]. 우

리나라도 형병원과 의원  에서도 인증에 한 열풍이 

일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의료의 사각지 인 요양병원

과 정신병원은 의무 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2][11].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의료기  인증에 따른 구성원 만

족도는 인증제도로 인한 병원종사자 만족도 문항 ‘우

리병원은 인증 후에 인센티 를 지 한 이 있다’에서 

비인증병원보다 인증병원이 통계 으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의료기  인증으로 인하여 

본인 업무에 해 자부심이 높아졌다와의료기 인

증으로 내 업무가 병원에서 요하다고 생각 한다에서 

비 인증병원과 인증병원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  인증으로 일에 

한 나의 업 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존 과 신임을 

받고 있다’에서 비인증병원보다 인증병원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병원은 인증 후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해외 연수, Work shop, Conference’에서 비인증병원보다 

인증을 받은 병원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  인증(β=.292, p<.001)이 병원종사자 직무 만

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F=9.25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의료기 평가 후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도의 변

화에 한 선행연구는 Perterson(2003)은 인증평가체계

가 병원경 활동을 통하여 병원의 운  효율성 제고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 평가에 한 인식도  인

센티 에 한 보상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며 평가 후 

병원종사자 직무 만족도가 낮아졌다[16][17]. 본 연구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료기 인증을 

받을수록 내부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증여부에 따른 병원운  효과

는 비인증병원인  경우 평균 3.03, 인증병원인 경우 평균 

3.30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4.558, p<0.001)

가 있었으며, 세부 문항으로는 ‘의료기  인증 후 병원의 

외래  입원환자의 수가 증가하 다’에서 비인증병원은 

3.28, 인증을 받은 병원 2.99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T|=3.010, p<0.01)를 보이고 있으며, [17]은 인증평가체

계가 병원의 진료수입 증  향을 미치지 않는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의료기 인증에 따른 업무

표 화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의 정확성이 높아졌다’에서

는 비 인증 병원은 3.05, 인증 병원 3.50으로 가장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5.530, p<0.001)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  인증(β=.350, p<.001)이 병원운  효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F=8.88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원이 병

원운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평가로 인

한 병원운 효과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의 내용과 비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13][17]. 의

료기 인증제도로 인한 구성원의 원가인식이나 직무만

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의료기 인증제 하에서도 

구성원들에 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 결과 경 성과까지 

개선될 유인이 있으며, 향 후 의료기 인증제를 비하

는 의료기 들은 구성원에 한 한 지원과 리가 

필요하다고 하 다[19]. 한, 의료기 평가가 직 으

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서비스 지향성이나 고객지

향성으로 나타났으나, 내부구성원의 만족이나 병원운  

효과와는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고 간 으로 내

부구성원 만족이 의료서비스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의 향

상으로 결국 가시 인 병원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13].

인증제도가 병원경 활동  경 성과에 미치는 향

과의 계에서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9]는 인증제

도가 병원 내 정책, 의사결정행태, 질 리 로그램 도입 

등의 변화를 미친다고 주장하 으며, [5]는 구성원의 직

무만족이 고객만족을 매개하여 재무성과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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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악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인증

을 받은 병원 직원들이 의료기 인증으로 인한 병원운  

효과에 반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특히 의

료기 인증에 따른 업무표 화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의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문항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 다.

기존의 의료기 평가는 강제 평가로 평가 후에 언론

에 병원의 서열화로 상 인 경쟁을 부추겨 직원들의 

사기 하나 부정 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향을 주었다. 

그러나 인증제도는 자발 인 참여로 병원경 진은 내부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병원의 일정과 상

황에 맞게 평가시기를 조 하여 충분히 비된 후에 인

증을 받으며, 내부 구성원들은 굳이 인증이 일회성에 끝

나는 보여주기 평가가 아닌 평소의 업무에 맞게 교육이

나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제에 활용하게 됨으로 구

성원들 스스로가 비재무 인 인 학습, 교육, 직원사

기, 정보 련 등에 쉽게 근할 수 있음으로 정 인 응

답이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기 인증제도가 종합병원 구성원들의 

병원 운 효과에 어떤 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악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과 비교 분석한 주요 결과는 

첫째, 본 연구는 300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

며, 응답자별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졸 가장 많았으며, 직종은 간호사가 많았다. 고용형태

는 정규직이 많았으며, 근무부서는 진료  진료지원부

서 가장 많았으며, 근무병원은 국공립병원 가장 많았다. 

평균 근속년수는 11.3년으로 나타났다. 

둘째, 병원종사자 직무 만족도는 비인증병원인  경우 

평균 2.81, 인증병원인 경우 평균 3.12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원종사

자의 직무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

원이 병원종사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병원운  효과는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원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기  인증병

원이 병원운  효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 인증을 받은 

병원이 병원운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인증 제도를 받은 병원이 인증획득으로 인한 구

성원 만족도가 병원 운 효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구성원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운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부구성원 

만족도가 운 효과에 미치는 향을 설명한 총 설명력은 

41.1%로 악되었으며, 내부구성원 만족도(β=.590, 

p<.001)이 운 효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 향

(F= 20.1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

성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병원 운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을 의료기 의 내부

구성원만으로 국한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의료기  

이용고객인 환자들의 의견을 모두 포함키는 것도 필요하

다.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환자인 고객이 측정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내부구성원이 

생각하는 평가와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인증을 받기 해 

비하는 시간과 노력  업무 매뉴얼의 작성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성이 향상되는 것은 결국 환자들에게 의료서비

스 향상으로 이어지 듯, 응 의료기  평가를 받은 후 우

수한 의료기 에는 응 실 시설  장비를 한 지원을 

해주듯 올해부터 개인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까지 인증

제가 확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 이 자발 인 인증제도 

참여와 환자 안 과 지속 인 질 향상을 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증을 통과하고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 해서는 

국가가 의료수가의 차별화나 의료장비  환자의 안 을 

한 시설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한 인증을 비하고 평

가를 받기 하여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에 한 보상과 

련된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하고, 특히 의료기

인증의 취지인 환자 안 을 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에 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의료시장의 개방화 속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국가 

보건정책에 요한 과제인 만큼 국제 인 의료기 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근본 인 정책  논

의가 함께 이루어져하며, 의료기 인증이 자발 인 만큼 

많은 의료기 이 인증제에 극 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병

원의 운 효과를 극 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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