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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너무도 부족한 제게 커다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오늘이 있기까지 너무도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학문적 지도와 인간적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여

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격려의 말씀과 용기를 주신 유승흠 원장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논문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
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논문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지도의 말씀
을 주신 김춘배 교수님과 이후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마칠 때까지 여러 조언과 도움을 준 김정희 선배님,부족한 통계처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신원식님,강윤미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대학원 생활 동안 많은 배려와 함께 면학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신 강인승 부장님,양동철 과장님,김성철
과장님,김형모 팀장님,최희경 간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항상 조언과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신 이병섭 행정부장님,김태훈 과장님,지금은 직장에서는 뵐 수
없지만 큰 사랑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선숙 간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업무적
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 때 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조익수
주임,안수혁 주임,임현태와 이시우,그리고 미즈메디병원 전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절대 잊을 수 없게 해 준 많은 선배님,후배님과

사랑하는 동기 김상한,김선자,김선희,김효정,박명근,박정랑,배성숙,이경선,임
영례 선생님과 보건대학원 29대 박희봉 원우회장님 이하 원우회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또한,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준 병원CS연구회 최선호 회장님,김종성,
김치영,김태웅 지회장님 이하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장미진 목사님,작은 어머님께 감사드



립니다.그리고 일일이 밝히지는 못하지만 많은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항상 노심초사 염려해 주시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

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희생
하신 부모님,든든한 동생 병준에게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며 이 결실에 대한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학문적으로나 실무 현장에서 균형잡힌 모습으로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에 도전하며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배병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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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ISO 9001질 관리 시스템이 국내 몇몇 의료기관을 통

해 도입되고 있다.이에 ISO 9001을 도입한 의료기관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조직행동
변화를 분석하여 ISO 9001도입 및 정착,유지,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ISO 9001도입 후 의료기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행동을 직무만족,시간
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 측면에서 변화를 파악하고자 ISO 9001을 도입한
4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59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t-test,분산분석,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
다.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ISO 9001도입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
식을 보면,최종 학력과 근무 병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연령과 근무기
간이 짧을수록 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하
지는 않았다.

2.조직행동 중 직무만족에 대해 의료기관 조직 구성원들은 ISO 9001도입 전
에 비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종 학력 및 근무 병원간의 차이가
있었으며,연령과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졌다.시간적 압박감에서는
ISO 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 수준이었고,최종 학력,근무기간,근무 병원간의
차이가 있었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시간적 압박감이 높아졌다.이직 성향은 ISO
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 이하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직위가 높을수록,근무기
간이 길수록 이직성향은 낮아졌다.

3.조직몰입은 ISO 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 이상이었으며,최종 학력,직위,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직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다.조직몰입은
동일시,관여,충성심의 3가지 관점에서 보았는데,관여가 다른 관점보다 높은 점
수였다.먼저,동일시에서는 직위와 근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관여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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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및 근무 병원간 차이가 있었으며,충성심에서는 연령,최종 학력,직위
및 근무 병원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ISO 9001도입 후 조직행동 변화의 관련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직무만
족에서는 병원의 방침과 비전의 명확한 제시,권한과 책임의 부여,내부 의사소통
확보,구성원 참여와 성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시간적 압박감은 병원 소유구조
및 병원의 방침과 비전,권한과 책임 부여,내부 의사소통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이직 성향은 연령과 병원의 방침과 비전에 영향을 받았고 조직몰입은 연령,병원
소유구조,병원의 방침과 비전,내부 의사소통,구성원 참여에 영향을 받았다.

ISO9001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의 조직 구성원은 ISO9001도입 전에 비해 조
직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즉,ISO 9001도입을 통해 의료기관
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의 조직행동 특히,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이번 연구가 의료기관에 있
어 ISO 9001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ISO 9001도입,유지 및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그리고 ISO9001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심
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ISO9001,질 관리 시스템,조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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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의 기업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이윤 창출과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효율
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다.이는 품질위주의 기업문화를 창출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경영혁신운동으로 종합적 품질경영시스템을 구현하
고 있다.즉,경쟁전략 요인으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것이다.예측
불가능한 경영환경이 조성되는 21세기는 경영 패러다임의 역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과거나 현재의 조직시스템의 효과가 미래에도 동일하다고는 예측할 수 없
다.
20세기 이후 급속하며 다변화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전략은

의료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점차 세분
화되며 전문화되는 양상과 더불어 의료비용의 증대와 치열한 경쟁체계 속에서 지
속적 질 관리(TQM/CQI: Total Quality Management/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1)의 중요성은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
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료기관들은 구조의 효율적 조직변화 활
동과 새로운 질 관리 시스템(QMS:QualityManagementSystem)의 도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87년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OrganizationforStandardization)에

서 제정한 ISO 9001은 1,2차 개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
서 긍정적인 QMS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999년 광주광역시의 동아병원을 시작으
로 이미 국내 몇 개의 의료기관들에서 ISO 9001을 도입하고 있다.질 관리 활동
중 ISO 9001의 도입은 의료기관들이 전통적인 의료의 질 관리 기법의 의존에서

1)일간보사.2006.4.20자에서 ‘연세대 유승흠 교수는 의학한림원에서 주최한 제5회 의학용어 원탁토론
회에서 의료는 개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관리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
다’고 지적하고 의료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품질관리를 ‘의료의 질 관리’또는 ‘양질의 의료관리’
로 TQM 및 CQI를 ‘단계별 질 관리’또는 ‘지속적 질 관리’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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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인 접근방법론의 활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이는 조직 구성원들
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참여하는 질 관리 활동의 요구로서 제조업체의 초점에 따
른 규격의 문제와 미흡한 성과의 측정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ISO 9001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

행동 변화에 따른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유라(2001)는 ISO 9001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고,송윤호(2001)는 조직유효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또한,고수복(2006)은 ISO9001도입을 통해 종업원
만족이 향상되었으며,이는 고객만족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대 의료기관들은 전문화와 세분화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리 기능이 고도화된

복잡한 조직구조로서 횡적 및 종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특성화가 뚜렷하며 업무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반면,조직 유
연성의 상실 및 분파주의와 책임 회피,부서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조직갈등이라는
잠재된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박창식 외,2005).이와 같은 조직구조를 지닌
의료기관에서 ISO 9001의 도입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효과적인 조직 개발이나 혁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S09001도입은 조직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의 이양과 업무체계의 명확성 제

고 및 의사소통 등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이와 같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행동에
변화를 줌으로 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즉,서비스
업의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은 비용의 절감,서비스와 이미지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만족도 향상은 조직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
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측면으로 이어진다.
아직까지 국내의 ISO 9001에 관한 연구는 제조업 중심으로 주로 도입효과 및

성과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의료기관에 있어 ISO 9001질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초기단계이지만,의료기관에 관한 연구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ISO
9001/14001통합경영시스템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손도수,2004)가 있을 정도이다.
ISO 9001의 도입 후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참

여와 행동으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그러나 의료기관에 있어 ISO
9001질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초기단계이어서 ISO 9001도입과 조직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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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더 효율적인 ISO9001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조직행동 변화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ISO 9001을 도입한 의료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

증 조사를 통해서 직무만족,시간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의 측면에서 조직
행동 변화를 분석하여 ISO 9001도입 및 정착,유지,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직무만족,시간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의 측면에서 ISO9001도입 의료
기관의 구성원들의 조직행동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ISO 9001도
입 및 정착,유지,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ISO 9001도입 이후 조직행동의 변화 수준을
분석한다.

둘째,직장 근무 경력에 따른 ISO 9001도입 이후 조직행동의 변화 수준을 분
석한다.

셋째,ISO9001도입 이후 조직행동 변화의 관련 요인을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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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TTTQQQMMM과과과 IIISSSOOO999000000111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가가가...TTTQQQMMM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라틴어인 Qualitas와 Qualis에서 유래되어 특정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 내용,
속성,종류,정도 등을 의미하는 품질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진 표준(기
준)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시간,재료,성과,신뢰도,외형 또는
제품의 특성 등을 계량화한 것이다.이러한 품질에 대한 정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 지니고 있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에 관한 특징 및 특
성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ISO,1986).품질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로 고객이 지불한 가격과 비교하여 얻
었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또한 품질이 경쟁력
의 차원에서 파악될 때는 그 개념이 더욱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갖게 되며(탁기
천,2001),품질위주의 기업문화를 통한 경쟁전략의 무리로서의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와 같은 품질의 개념은 TQM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 품질경영(TQM:TotalQualityManagement)은 1985년 미국에서 제창

된 것으로 품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을 계획,조직,감독,통제함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품질 경영방식으로(김성철,1997)제조업에서 시
작되어 이제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로 확대 응용되고 있는 품질제일주
의의 실천 활동이다. 종합적 품질경영은 일본의 전사적 품질관리(CWQC:
Company-WideQualityControl)에서 애매하게 되어있는 행동과학의 사고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박유동,1999).한국표준협회(1993)에서는 TQM을 ‘질을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인간성 존중,사회에의 공헌을 중
시하며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아래 전 종업원이 총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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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혁신에 참여하는 기업문화의 창달과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
워 감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체계’로 정의하였다.즉,TQM은
단순히 제도나 기법의 도입과 적용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원이 의식개혁을 통
해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미래지향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기업문화를 형성해 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TQM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음
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Cartin(1993)은 TQM을 ‘Total','Quality','Management'의 합성어로 보아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첫째,Total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행하는 역할과 활동으
로 전원 참여에 의한 조직의 공동목적 달성이 강조된다.둘째,Quality는 모든 기
능,시스템,공정/과정,산출결과의 품질 개선,즉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에 초점을
맞춘다.마지막으로 Management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 및 기법과 관련되
는 ‘시스템의 관리’를 뜻한다.Banks(1992)는 고객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이라고 정의하고,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Bergman(1993)은 ‘전 구성원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 하였다.Oakland(1989)는 ‘경영의 효율성과 탄력
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보고 모든 부서,모든 활동,모든
수준의 구성원들을 조직화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TQM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고객 중심에서 고객의 요구에 적

합한 품질을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그 과정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리더
십과 인간중심의 종업원의 만족을 바탕으로 한 전원 참여,프로세스 중심,지속적
개선을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TQM의 궁극적 목표는 고
객만족을 극대화함으로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백방선 외,2003).

나나나...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활활활동동동에에에서서서의의의 TTTQQQMMM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무한경쟁체제의 의료기관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의료서비스는 의료인력,시설 및 장비 그리고 중간재(中間財)에 의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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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Sorkin,1983)2).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의료이용자(client)3)에 대한 질
병의 진단과 치료 즉 진료(診療)이외에도 조기진단,예방,재활(유승흠 외,1994)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가적 서비스까지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병원에서 제공하
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의료이용자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요구받고 있다.결국 의료서비스 질적인 관리는 현재의 경쟁구도에서 병원의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하여 학자들은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

으며,다음과 같이 주요 학자들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였다(한국QI간호사회,2002).
Lee& Jones(1933)는 양질의 의료란 ‘시대의 사회,문화 및 전문지식의 발전 정도
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된다’고 정의하고 양질의 조건으로 의과학에 기초를 둔 합
리적인 의료행위,예방의 강조,의사와 환자간의 긴밀한 협조,각 개인에 대한 전
인적인 진료,의사와 환자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인간관계 유지,사회복지사업과
의 연계,다양한 의료서비스의 통합 및 협조,주민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료서비스
의 제공을 제시하였다.Myers(1969)는 ‘질(quality)이란 보건의료의 의학적 적정성
(optimalcareinmedicine)과 사회적 적정성(optimalcareinsociety)이 동시에 달
성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양질의 의료를 위한 구
성요소로 접근성(accessibility),의료의 질(quality),지속성(continuity),효율성
(efficiency)을 제시하였다.Donabedian(1980)은 양질의 의료를 ‘진료의 모든 과정
에서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환자의 복지를 가장 높은 수
준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로 정의하고 과학적/기술적 요소
(technicaldomain),대인관계 요소(interpersonaldomain)그리고 진료의 편의나
쾌적함(amenity)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의료기관의 목표는 의료이용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며 의료교

육을 담당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또한,경쟁이 치열한 의료환경 하에서

2)SorkinAL.Healtheconomics.LexingtonBooks,1983.유승흠,양재모.의료총론.수문사,1994에
서 재인용

3)유승흠,양재모.의료총론.수문사,1994.p.21의 경제학에서는 소비자(comsumer)라는 말을 쓰고 있
으나 의료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 의료이용자(client)라고 말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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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료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병원이
생존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이를 위해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시스템이 요구되며,통합된 기술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에서의 TQM 활동은 병원조직 시스템의 각 구성요인이 질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야 하고,의료이용자 중심으로 인적자원과 제자원 그리고 운영관리 기
술이 질적 진료체계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오세진,1999).
병원관리자들은 의료서비스 질에 공헌하고 모든 구성원들은 사회의 요구와 의

료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훈련과 윤리,기술의 우수성을 추구하기 위
하여 노력해야 한다.또한,TQM은 모든 관리계층과 전 부서가 동참하는 활동이어
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선이어야 한다.
TQM은 경영의 일반적인 원리로서 한 가지 특정 환경을 위해 설계되어질 수

있고,TQM을 실행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조직 내의 전체가
항상 고객의 기대에 일치되거나 초과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다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다(고재건,2005).TQM은 리더십,전원 참여,
지속적인 개선,공정,고객,결함방지 시스템을 주요요소로 보고 있는데,오세진
(1999)은 의료서비스의 TQM 핵심요인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의료이용자 중심의 질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의료기술에 있어

서 개발의식,의료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반응의 인식,시장요구의 인식이 필
요로 한다.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만족의 원
인을 제거하고 실수를 줄이고 의료이용자의 갈등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리더십은 TQM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경영자

의 강력한 신념과 의지는 조직 구성원에게 품질을 최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갖도
록 하며 조직 내에 통일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한다.병원경영자들은 확고한 품
질의식과 깨끗하고 가시적인 질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참여를 강화하고 조직의 결정과 모든 활동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 질적 우수성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 그리고 전략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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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셋째,지속적인 질 개선이 필요하다.지속적인 개선은 품질의 근본적인 원칙을

구체화한다.Deming사이클로 알려져 있는 PDCA(Plan,Do,Check,Action)사이
클의 반복은 우수한 품질의 목적을 위해 끝없이 계속된다.지속적 개선의 법칙은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조절력을 포함한다.동시에 조직이 새로운 기술과 재능
을 개발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강화된 학습과 실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피드백체계를 포함한다.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전원 참여가 요구된다.시장에서의 경쟁적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원 참여라 할 수 있다.모든
단계의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공정 개선,고객만족을 위해 새롭고 융통성있는 작
업구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병원조직의 질과 업무수행 목표들은 구성원들의 완전한 몰입을 요구하고 잘 훈련
되고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구성원들의 사기,안녕과 질서,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한 요소들은 지속적인 개선이나 조직활동의 일부분으로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병원 구성원들은 문제에 관련된 질적 해결책과 이해가 필요하고 업무수행
에 관련된 질적 기술의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사실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병원의 수행목표와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운영정보,자료 그리고 그 분석에 근거한 경영관리가
요구된다.
TQM은 이처럼 모든 조직원들이 개선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실행

하는 것이며,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질과 구성원 지각태도의 질을 강조하고,의료이
용자 중심에 근거한 자료분석 및 객관적 사실에 의한 경영관리를 강조한다.

다다다...IIISSSOOO 999000000111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 2월 23일 발족된 것으로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
환을 촉진하고 지적,학문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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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1963년 6월 공업진흥청(현 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으로 ISO에 가입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85년에 ISO
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제규격안(DIS:DraftInternationalStandard)을 심의하고
있다.
ISO 9001은 1987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격으로 ISO 9000～9004의 ISO 9000시리즈가 제정되었으
며,이후 1994년 1차 개정되었으며,2000년에 2차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이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으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경
영과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규격이다.즉,국제기준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표준체계를 재구성함으로 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되며 업무
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매뉴얼화하여 문서화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이면 문서만 보아
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ISO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ISO 9001인증 획득

을 하는 기업들이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표 1과 표 2,표 3에서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2004년 12월 현재 67만여 업체(ISO,2005)가 ISO 9001인증을 취득하
였고,국내에서도 2005년 12월 현재 14,033개 업체(한국인정원,2005)가 인증을 취
득 및 유지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의료기관은 4개의 기관(한국인정원,2005)이 인
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4)

4)한국인정원(KAB)에서 인증한 의료기관만을 언급한 것으로 ISO 9001인증 취득은 한국인정원
(KAB)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정원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료기관 포함)의 인증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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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ISO9001:2000principalresults

Worldresults 2001 2002 2003 2004

Worldtotal 44,388 167,210 497,919 670,399

Worldgrowth - 122,822 330,709 172,480

Numberofcountries/economies 98 134 149 154

자료 :ISO,2005.9

표 2.ISO9001인증심사 범위별 인증 현황(2005년 현재)
단위:인증건수

인증심사범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4섬유 및 섬유제품 118 136 102 126 147
12화학약품,제품,섬유류 441 520 487 567 629
13의약품 5 5 1 7 19
18기계 및 장비 3,102 3,010 2,030 2,170 2,314
19전기 및 광학기기 1,170 1,659 1,706 2,214 2,659
28건설 4,247 3,609 1,875 2,062 2,269
38보건 및 사회복지 0 1 2 6 22

⋮ ⋮ ⋮ ⋮ ⋮ ⋮
계 14,199 14,730 10,639 12,420 14,033

자료 :한국인정원(KAB),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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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료기관의 ISO9001인증 현황

인증기관명 규격 인증범위 인증일시

동아병원 - - 1999.12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 헬스케어서비스의 공공관리

(기획팀,총무팀,원무팀,

건강관리센터,중환자실,

응급의료센터)

2001.1

송도병원 - 일반외과(대장항문),행정,

진단검사의학과,간호,병동,

약국,영양과 등 13개 부서

2001.4

태봉병원 BS EN ISO 9001:2000 의료서비스(진료,간호 등) 2003.1

미즈메디병원 BS EN ISO 9001:2000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of infertility

2004.5

강남차병원 BS EN ISO 9001:2000 불임치료센터 부문 2004.5

제일병원 - 체외수정 및 배양이식 시술에

관한 연구부문(불임센터)

2004.6

미즈메디병원 KS A 9001:2001 의료서비스의 제공

(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2005.2

(학)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KS A 9001:2001 의료서비스의 제공

(간호,진료지원,행정지원)

2005.9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KS A 9001:2001 의료서비스의 제공

(간호,진료지원,행정지원)

2005.11

자료 :한국인정원(KAB)자료를 기초로 연구자의 조사를 통한 재구성

ISO 9001을 인증받은 기업이면 조직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
되어 조직구성원의 일부가 빠진다 해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이와 같은 ISO 9001인증을 통해 기업은 자사의 경영체제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수립하고 제3자를 통해 적합성과 실행의 유효성 검증을 받는다.최근에
는 제조업,건설업뿐만 아니라 병원,학교,금융,지방자치단체(공공서비스 부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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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비스업과 도소매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보급되고 있다(김연성 외,
2004).

라라라...TTTQQQMMM과과과 IIISSSOOO 999000000111의의의 비비비교교교

TQM의 다양한 개념에 비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규격으로써 모든 국가,모든 조직,모든 업종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개념과 적용범위,요구사항,품질경영 지침 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ISO
9001시스템의 요구사항은 품질경영의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도입하고자 하는 조
직의 의지에 따라 시스템의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또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3자 공인기관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개념과 적
용범위,기준 그리고 공인기관의 심사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MBNQA:Malcolm BaldrigeNationalQuality
Award)5)도 이와 유사하다.
MBNQA는 기업의 자의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심사원들이 평가를 하며,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킨 최우수 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수상한다.MBNQA의 평
가기준의 범주는 리더십,전략적 계획 부문,고객 시장 중시,인적자원의 중시,프
로세스 관리,사업 성과부문 등 7가지로 고정되어 있으나,항목 및 세부영역은 해
마다 축소되어 심사에 있어서 기준의 보편성을 높이고 피심사업체의 특성을 유연
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TQM,ISO 9001,MBNQA는 모두 품질과 관련하여 고객만족 및 조직의 지속

적 개선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TQM은 그 항목과 기준이 규격화되어 있
지 않으며 실천을 위한 모형들 또한 다양하다(정규석,1996).결국 TQM의 핵심
요소들을 기반으로 각 조직에서 스스로 TQM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ISO
9001은 국제 규격으로써 공용성과 요구사항의 충족성을 추구한다.이에 비해

5)산업자원부,한국표준협회.경영품질 가이드북,2004에서 ‘미국 기업의 종합적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8월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개선법안(PublicLaw 100-107)을 입법화하였고,그 이듬
해에 MB상 재단을 설립하였다.즉,미국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마련한
것이 품질경영이라면,이를 확신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시상제도가 MB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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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QA는 미국내 심사 대상 조직의 탁월성과 서열화를 추구하며,심사 대상 또
한 제조업,서비스업,교육 및 의료 보건부문으로 국한되어 있다.그러나 MBNQA
의 심사 기준이 TQM의 주요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ISO 9001:2000시스
템의 요구사항 역시 표 4와 같이 그러하다.

표 4.TQM 공통 개념과 ISO9001요구사항 비교

TQM 공통개념 ISO9001요구사항
양질의 지도성 원칙 2리더십

5.경영책임

고객의 기대 반영 5.1경영의지
5.2고객중심
7.2.3고객과의 의사소통

참여 원칙 3전원 참여
5.5.3내부 의사소통

권한부여 5.5책임,권한 및 의사소통
보상체계 동기부여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전문성 개발 6.2인적 자원
헌신 동기부여와 연관됨
비전과 목표의 설정과 공유 5.3품질방침,목표 설정
동기부여 6.4업무환경

ISO/TS16949의
6.2.2.4종업원 동기부여 및 권한 위임

양질의 과업성취 5.6경영 검토
7.제품 실현
8.측정,분석 및 개선

공용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ISO 9001은 탁월성을 목표로 하는 TQM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ISO9001은 품질경영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을 달성하는 조직부터 탁월성을 추구하는 조직까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 TQM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TQM의 진보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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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TTTQQQMMM 관관관련련련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의료서비스에서의 TQM 적용에 관한 최초 연구는 1987년에 미국에서 시행된
국가시범 프로젝트(NPD:NationalDemonstrationProject)로 약 100여명의 의료
및 품질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조직에 대한 TQM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조직에도 TQM이 적용 가능하고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유한
주,1997).Zayed& Mohammed(1994)는 TQM을 실행하는 의료기관들의 사례를
개인병원,비영리 개인병원,국공립병원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그 결과 최
고경영자의 TQM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경우 품질경영의 성과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Godfrey(1999)는 급성심근경색에 있어 TQM의 도입이 임상검사의 가이
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통계학적인 명확한 개선 및 검사 오더를 개선할 수 있었
으며,이로 인해 검사비용 및 환자간호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였다.정해경(1999)
은 의료기관의 TQM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의 변화수용 활동이 TQM 추진의
선행조건이며,품질중심으로 변화된 기업문화 속에서 TQM이 추진될 때 경영혁신
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또,경영자의 의지나 종업원 참여 등과 같은 인적요소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적인 요건이 TQM 성공 요건에 필요하다고 한다.한편,종업
원 참여활동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병원
경영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병원경영의 의사결정에 종업원의 참여
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탁기천(2001)은 의료기관의 TQM 전개에 있어 품질경영 자원인 내부고객만족

이 품질경영활동인 종업원 참여,교육훈련,의료서비스의 질,업무의 질,고객만족
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 15 -

222...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의의의 IIISSSOOO999000000111인인인증증증 사사사례례례

ISO 9001이 국내 의료기관에 인증되어 도입된 몇몇 기관 중 한 인증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ISO9001도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M병원은 2004년에 한국표준협회((KSA:KoreanStandardsAssociation),영국
표준협회(BSI:BritishStandardsInstitution)로부터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2005년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인증을 확대 획득하였다.인증현황
은 표 5와 같다.

표 5.M병원 ISO9001의 인증 현황

인증기관 인증범위 인증일자
한국표준협회 Maintenanceandmanagementoffacilityofinfertilityunit

(불임의료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
2004.05.28

영국표준협회 Theprovisionofmedicalserviceofinfertility
(불임의료서비스의 제공)

2004.05.31

한국표준협회 Provisionofmedicalservice
(의료서비스의 제공)

2005.02.24

M병원은 내원하는 모든 의료이용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업무의 표준화,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개발
과 개선 및 구성원들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병원경영시스템
의 정착을 위해 ISO9001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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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도도도입입입 배배배경경경

1)병원환경 변화에 대응
의약분업,의료기관서비스평가,의료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적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이러한 변화들
에 의한 위협을 타개해 가고자 한다.

2)병원 업무의 효율화
내부낭비 및 불합리를 제고하고 진료뿐만 아니라 간호,검사,행정,시설관

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병원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
다.

3)병원의 신뢰성 제고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병

원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포부를 실현한다.

4)경쟁력 강화
경영혁신과 관리를 체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나나...추추추진진진과과과정정정

1)추진계획 수립과 추진팀 구성
질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3년 11월부터 ISO 9001도입을 위

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의사를 팀장으로 하는 추진팀을 구성하였다.
먼저,전 직원 교육 및 추진팀을 대상으로 ISO 9001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및 추진방법 등을 소개하고 마인드 조성을 하도록 하였다.동시에 병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업무체계를 조사하여 체계화되지 않은 병원 시스템을 파악하였고 각
부서에서 진행중인 업무를 재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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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SO9001구축
전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단계의 협의를 거쳐 표준화(규정,매뉴얼,지

침서 등)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내부심사원 양성
내부심사를 위한 내부심사원 양성을 위해 별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외부위

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이들로 하여금 내부심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추진팀을 주
축으로 경영검토를 진행하였다.

4)인증심사 및 획득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앞두고 자체 내부심사에 대한 미비한 사항에 관해

사전검토 후 시정조치를 하였으며,불임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심사를 준비하게
되었다.인증기관의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2004.5.25)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및 시정사항들을 시정,조치하여 ISO 9001인증을 한국표준협회 및 영국표준협회
로부터 동시에 획득하게 되었다.

5)인증범위의 확대
이후 인증범위를 의료서비스 전체와 전부서로 확대하고자 2차 추진팀을 구

성하였다.많은 토론을 거쳐 병원 조직을 팀제로 개편(2004.7.1)하여 지속적인 개
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내부심사를 실시(2004.10.25～27)하였다.전 직원의 참여
와 병원장의 확고한 의지로 준비한 병원 전체에 대한 인증심사를 문서심사
(2005.1.24)와 현장심사(2005.1.28～29)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ISO 9001인증을 획득
하였다.

다다다...IIISSSOOO 999000000111인인인증증증 효효효과과과

병원경영시스템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향상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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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마련하였고,모든 구성원의 고객중심적 마인드,개선의식 등의 궁극적인 사
고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그 결과로 M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료서비스의 표준
화와 지속적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업무수행기준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규정

과 업무매뉴얼 등의 제․개정을 통해 표준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
어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33...조조조직직직행행행동동동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가가가...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한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직무만족이라 한다(Locke,1980).직무만족은 조직에 있어서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무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불만족한 사람일수록 직무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조직구성원이
높은 직무만족을 지니면 자신의 직무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어
외부 사회에 나아가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
며,조직 내외부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또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이직률과 결근율이 줄어들게 되어 조직의 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Kaplan(1973)은 직무만족이 직무불만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직무

만족도가 지극히 낮은 상태를 직무불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Herzberg는 직무만족
은 ‘무만족’,직무불만족은 ‘무불만’과 각각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이한
검,1994).즉,직무만족도란 조직내 구성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직무에 대해 지니게 되는 감성적이고 정서적
인 선호도를 의미한다(허철부,1990).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Muchinsky(1983)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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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문화적,기능적,역사적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자유와 성장이 기회의
요소로 강조되는 미국적 가치관 속에서 행복의 추구를 노동윤리로 강조하는 문화
적인 이유와 경영자에 의해 직무만족도가 조직의 결근율과 이직률에 깊은 관련성
을 있다는 필요에 의한 기능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또 근로자의 태도가 생리적이
나 물리적인 요소에 못지않게 생산성이나 조직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발견에
의해서 크게 연구가 촉진된 역사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다.이와 같은 직무만족
에 관한 연구들의 유형을 Locke(1980)는 직무 그 자체,직무의 수행자로서 자신을
포함한 조직구성원과 복지후생제도 등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결과에

대한 의견일치가 없고 통합모형도 없는 이유는 각 이론이 직무만족의 다면적인
차원에서 제한된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와
이론의 변천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론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비교과정(comparisonprocesses)이론
McCormick과 Ilgen은 개인이 지각한 상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어

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가를 비교하는 느낌의 정도라고 비교과정이론을 정의하면
서 이런 비교를 통해 개인이 직무에서 기대하는 기준이 자신이 직무에서 받은 것
과 비교되며 그 차이가 적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직무만족은 높아진다는 것을 주
장하였다(허철부,1990).이 이론은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기
준의 가치를 생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에 기본을 두게 됨으로써 개인이 선
택하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양하며 개인에게 가치있는 것을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욕구설보다 융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근무시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그러나 업무를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면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면서 조직행동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2)사회비교(socialcomparison)이론
개인의 내부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사회체계 또는 대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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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 이론은 개인이 자신과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구성원을 관찰하고 비교하여 타인의 만족도를 추리함으로써 자신의
만족도를 정하는 것이다(허철부,1990).이는 욕구나 가치에 기반을 둔 비교과정이
론과 공통요인을 지니고 있으나 작업에 대한 느낌을 비교할 수 있으며 단지 비교
하는 기준이 자신이냐 타인이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지각으로 자산
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통찰력이 높은 이론이다.즉 같은 근무시간에 동일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보다 빠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
는 높게 나타나며 조직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3)역행과정(opponentprocessestheory)이론
작업은 일정한데도 종사하는 사람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난다는 것이며,1978년 Randy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이론적 근거를 중앙
신경계통(CNS:centralnervoussystem)이 관련된다는 것이다(Locke,1980).이
이론은 권태에 대해 처음 시작한 일이 몇 주간은 아주 흥미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루해지고 싫증이 나는 현상으로 보아 인간의 내부적 기제가 감정
적 균형을 이루려고 하며 만족과 불만족 모두 감정적인 것이므로 기제가 만족도
에 작동한다는 것이다.자극이 없으면 감정이 사라지나 이론적으로 보호기제가 작
동하게 되어 권태가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직무도 일종의 자극으로 개인의
심리적 시스템에 도입되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극단적
인 감정의 상태에서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제가 작동한다고 보고 있다.그리
고 개인마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개인마다 보호적 생리 기능의 단계가 다
른데 기인한다고 하며,같은 직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거
나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약하다.즉 같은 직무를 오랜 시
간 수행하면서 권태감이나 싫증을 느낄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적절한 직무순환
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정해진 시간 속에서 비능률적인
시간의 소비를 지양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의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능률
적인 근무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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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요인(two-factor)이론
근로동기의 내용이론으로 더 잘 알려진 2요인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Herzberg,Mausner와 Snyderman의 직무만족도 이론이다(허철부,1990).2요인이
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는데,위생요인은 섭생요인이라
하기도 하는데 생리적인 욕구로서 반드시 충족이 이루어져야만 불만이 생기지 않
지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적극적인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며 욕구가 충족
되거나 좌절되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둘째로 심리학적인 성장과 연관된 욕
구인 바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족이 생기지 않으나 충족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쾌락을 누리게 되는 동기요인이다.이에 Herzberg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직무요
인과 불만족을 주는 직무요인은 별개의 군을 형성하며,동기요인은 직무 그 자체
이며 위생요인은 직무와 관련된 환경과 상황으로 구분하여 인간의 욕구를 나누었
다.그러나 2요인이론은 욕구에 대한 가치와 정의 및 구분의 불명확,위생요인과
동기요인간의 구별의 모호성,방어기제에 의한 오류,만족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
은 점 등이 비판을 받고 있다.

나나나...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조직에 집착 또는 애착(attachment)되어 자아관여(ego-involvement)된 상태가
조직몰입(Organizationcommitment)이다.Porter& Smith(1970)는 몰입의 정의를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로써 조직몰입이 높은 사람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으
려는 잔류의사가 강하며,높은 성취심과 조직의 목표를 수락할 확고한 신념을 지
니고 있다고 한다.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의 개념을 동일시(identification),관
여(involvement),충성심(loyalty)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동일시는 개인이 조
직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관여는 작업역할에 조직구성원
이 심리적으로 몰두하거나 몰입하는 것이다.또 충성심은 조직에 대한 애정적 느
낌,즉 애착이며 집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이
높으면 그 조직은 강한 결속력과 유대관계를 지니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이
때 몰입은 Staw(1977)에 의하면 태도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으로 구별되는데,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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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몰입은 동일시로써 조직을 위해 강력히 일하며 잔류하길 원하는 것으로 개성,
직무의 특성,직업환경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또 행동적 몰입은 자신을 위한 정
당화 행위와 인자적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태도적 몰입
과는 상반되는 작용을 한다.

1)조직몰입의 현대이론
March& Simon(1958)은 조직몰입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논자들로 조

직 내에서의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동기에는 근로동기와 참가동기가 있다고 보아
조직참가동기에서 동기와 의사결정론이 일치하고 있으며,동기이론과 경제적 의사
결정론을 정보과학적 입장에서 절충한 것이다.조직몰입에 관한 이론은 거의 그대
로 계승되어 왔는데,그 중 가장 큰 변화는 Bernard와 Simon의 기여-유인의 균형
이론이 사회학자 Homans(1967)의 사회교환이론과 대체된 점이다.이는 서로 상충
된 이론이 아니라 Bernard와 Simon의 균형론이 특수적이라면,Homans의 사회교
환이론은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를 포함한다고 보아
진다(허철부,1990).

2)조직몰입의 과정모형
조직몰입은 크게 네 개의 학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심리학파로서 고정동기

학파,인지부조화론 학파와 사회학파의 사회교환이론파와 역할학파이다.고전동기
이론학파는 만족도와 애착뿐만 아니라 현대의 3대 몰입요인인 근속,애착,동일시
(조직목표의 내재화)를 충족하고 있다.그러나 인지부조화학파나 사회교환이론에
서는 몰입의 반대 개념인 갈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며,이를 역할이론에서 다루
고 있다.사회교환이론과 역할이론은 역할수임설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조
직몰입의 개념은 조직행동의 주요 관심사인 이직률과 근속요인에 따라 달리 작용
되며 결근율과 파손율은 심리적인 몰입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이처
럼 조직몰입의 이론과 연구운영간의 관계를 질서있게 나타내는 것은 과정 모형(그
림 1)으로 나타낼 수 있다.이는 변인과 구성간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한
연결순서가 아니라 선행변인과 결과변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허철부,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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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조직몰입의 과정 모형
자료 :허철부,1990

444...IIISSSOOO 999000000111질질질 관관관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과과과 조조조직직직행행행동동동

가가가...IIISSSOOO 999000000111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ISO9001은 권한과 책임,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하여 요구조항으로 명확히 명시
하고 있다6).모든 구성원은 질 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
어져야 하며,특히 책임 및 권한의 위임은 전 구성원이 참여하고 성취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권오창,2001).
또한,내부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모든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고객,공급자,법

적 요구사항,품질문제 등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위한 효과적인 내부 의사소통을
명시하고 있다7).조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우리

6)ISO.ISO9001:2000Qualitymanagementsystem -Requirements,2001에서 ‘Topmanagement
shallensurethatresponsibilitiesandauthoritiesaredefinedandcommunicatedwithinthe
organization’으로 명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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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이 업무를 완수하면 우리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난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전혀 그러한 정
보를 전달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업무의 성과가 엄청난 차
이로 나타날 것이다.의사소통의 수단은 팩스,메모,전자우편,회의록 및 구두 등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권오창,2001).
병원조직은 일반기업 조직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노동집약적 조직을 들 수

있다.병원지출의 40～50%를 인건비가 차지할 정도로 인적자원에 대한 비중이 높
으며,이러한 인적자원은 200여 가지가 넘는 전문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따
라 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조정과 협력이 있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개
인간,직종간,부서간 여러 계층에 걸친 서로간의 협력이 병원 발전의 성패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유승흠,2006).
직무만족은 두 가지 점에서 고객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첫째

직무만족은 구성원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즉,좋은 기분을 가진 구
성원은 보다 친절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의료이용자를 맞이하게 된다.둘째,직무에
만족하는 직원은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하지 않는다.따라서 직원들은 보다 많은 경
험과 능력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조직은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유승흠,2006).

나나나...IIISSSOOO 999000000111과과과 시시시간간간적적적 압압압박박박감감감

ISO 9001은 업무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를 표준화로 요구하게 된
다.또한,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물론,그 과
정에서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는 틀림없지만,그 결과는 구성원들에게
업무 체계화라는 성과로 보여질 수 있다.

7)ISO.ISO9001:2000Qualitymanagementsystem -Requirements,2001에서 ‘Topmanagement
shallensurethatappropriatecommunicationprocessesareestablishedwithintheorganization
andthatcommunicationtakesplaceregardingtheeffectivenessofthequalitymanagement
system'으로 명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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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IIISSSOOO 999000000111과과과 이이이직직직 성성성향향향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은 조직
이 보유한 인적자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병원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적자원관리는 다른 기업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다.
병원의 구성원 중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경우 병원에서의 근무를 생활 영위를 위
한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보수가 낮으면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전직이 빈번하다(박창식 외,2005).

라라라...IIISSSOOO 999000000111과과과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ISO 9001은 품질 방침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8).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을 중심으로 품질에 대한 조직의 방침과 목표 등을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전원 참여를 중요시 한다.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을 것이다.특히,

ISO9001에서 의사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그들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지지하느냐 아니면,저항
하느냐에 따라 병원 성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직무몰입은 구성원에게 일이 생활의 중심적인 관심이 될 때,자기의 직무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때,자기의 자존에 대해 성과를 중심으로 삼을 때,그리고 성과를
자기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느낄 때 몰입하게 된다(유승흠,2006).

8)ISO.ISO9001:2000Qualitymanagementsystem -Requirements,2001에서 ‘Topmanagement
shallensurethatqualityobjectives,includingthoseneededtomeetrequirementsforproduct
[see7.1a)],areestablishedatrelevantfunctionsandlevelswithintheorganization.The
qualityobjectivesshallbemeasurableandconsistentwiththequalitypolicy'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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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는 ISO 9001질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직행동 변화를 실증분석하
고자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ISO9001도입의 실행은 ISO9001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 ISO9001

도입 이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행동,즉 직무만족,시간적 압
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에 대한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2.연구모형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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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의료기관 중 ISO9001을 도입한 병원의 구성원이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집단은 2004년 및 2005년에 ISO 9001을 도입한 M병원을

비롯하여 G병원,A병원,T병원의 인증범위에 속하는 부서 구성원으로 하였다.
조사는 대상병원의 ISO 9001을 도입한 주관 부서장의 협조를 구하여 각 병원

의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5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전체 59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82부(회수율 64.4%)가 회수되었으며,그중 ISO9001도입 이후 입사자 및 불성실
한 설문 107부를 제외한 275부(46.4%)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표 6).

표 6.연구대상병원의 설문조사 현황

병원구분
설립

년도
설립구분

ISO 9001

인증년도

병상수

(개)

배포

설문지수

(부)

회수

설문지수

(부)

회수율

(%)

유효

설문지수

(부)

분석

활용률

(%)

M병원 1991 개인 2004/2005 30 93 75 80.6 63 67.7

G병원 1980 학교법인 2005 828 200 119 59.5 115 57.5

A병원 1981 의료법인 2005 934 150 81 54.0 77 51.3

T병원 1995 의료법인 2001 77 150 107 71.3 20 13.3

계 - - - - 593 382 64.4 275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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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및및및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연구도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과 연구과제를 토대로 구조화하여 고안한 설
문지로 하였으며,설문지 구성은 크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38개 문항으로 하였
다(표 7).본 연구에서 선정한 각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이용된 여러 항목들의 신
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크론바하 알파(Cronbach'salpha)
는 ISO 9001요구사항 이행이 0.782,직무만족이 0.920,시간적 압박감이 0.619,이
직 성향이 0.780,조직몰입이 0.930이었다.
ISO 9001요구사항 이행,직무만족,시간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을 측

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가가가...IIISSSOOO 999000000111요요요구구구사사사항항항 이이이행행행

ISO9001질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ISO9001의 요구사항 및 품질경영 8원칙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이 중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그 내용은 ① 병원
방침 및 비전의 제시 ②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 ③ 내부 의사소통 확보 ④ 구
성원의 참여로 하였으며,‘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된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나나...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직무만족의 측정을 위하여 Hackman& Oldham(1976)이 개발한 설문지에서 조
직몰입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업무분장,성취감,의사전달 등을 포함하는 문항
을 기초로 김유라(2001)및 정승환,이돈희(2004)의 설문 문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9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ISO 9001도입 이후 이전에 비해 느끼는 정도로 그 내
용은 ① 업무분장의 명확성 ② 직무수행 성취감 ③ 의사전달의 명확성 ④ 업무의
표준화 ⑤ 부서협조 ⑥ 업무 추천 ⑦ 업무 피드백 ⑧ 교육훈련의 증가 ⑨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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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개선으로 하였으며,‘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다다...시시시간간간적적적 압압압박박박감감감

시간적 압박감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시간적 압박감이 고조되면 긴장이 연속되므로 비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더러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증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만족은 조직행동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이
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압박과 시간시스템에 관련되어 묻
는 문항은 김정희(1997)의 설문을 기본으로 수정하여 4문항을 선택하였다.ISO
9001도입 이후 이전에 비해 느끼는 정도로 그 내용은 ① 시간관리 숙지 ② 업무
처리 속도 ③ 초과근무 정도 ④ 시간적 압박 정도로 하였으며,‘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점에 가까울수록 시간
적 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기 위해 ③ 초과근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3문
항에 대하여 역점수를 부여하였다.

라라라...이이이직직직 성성성향향향

조직구성원들의 이직 성향은 조직의 인적자원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전략을 가지고 인적 하부 기반을 새롭게 설
정하여 조직역량을 개발시켜 미래 경영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인적자원을 통한
전략적인 측면이다(Ulrich외,1991).이와 같이 인적자원의 전략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이직 성향이 높다는 것은 ISO 9001도입 이후 안
정화에 있어 조직이 불안정하고 직무나 조직에 불만이 있는 것이며,조직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이 자료는 황명호(2003)
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이직 성향을 묻는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3문항으로 구성
하였다.ISO 9001도입 이후 이전에 비해 느끼는 정도로 그 내용은 ① 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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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위 및 위상에 따른 이직 고려 ③ 애사심 결여로 하였으며,‘매우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이직 성향이 높으며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이직 성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

마마마...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시,관여,충성심에 대하여 Mowday(1982)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들의 설문지를 기초로 김영훈(2001)의 설문 문항을 참
고 수정하여 1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조직 내 구성원들의 이직 성향을 묻는
문항들이 조직몰입의 측면에서 보면 역점수 문항이 되어 조직 내 잔류의사나 잔
류의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직 성향과 겸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직 성향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였기에 조직몰입의 설문지 문항
에서는 제외하였다.ISO9001도입 이후 이전에 비해 느끼는 정도로 그 내용은 먼
저,동일시는 개인이 조직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① 병원 이념 및 가치관에 대한 동의 ② 병원의 동기부여 및 만족감을 위한 노력
③병원 미래에 대한 관심 ④ 병원 방침에 대한 만족 ⑤ 조직구조의 효율적 변화
로 하였다.관여는 작업 역할에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몰두하거나 몰입하는
것으로 ① 병원발전을 위한 노력 ② 계속 근무를 위해 어떤 업무도 수행 ③ 최선
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격려 ④ 종업원 만족을 위한 노력 ⑤ 개인보다 병원
일이 우선 ⑥ 업무 집중도 향상으로 하였다.충성심은 조직에 대한 애정적 느낌,
즉 애착이며 집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라 전언 ② 병원에
대한 충성심 ③ 병원 구성원이라는 자랑 ④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만족 ⑤ 현 병
원선택에 대한 만족 ⑥ 종업원 참여 확대 ⑦ 의사결정 공유로 하였으며,‘매우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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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설문지 구성 내용

구 분 문항수 내 용 관련 출처

ISO9001요구사항
이행

4 방침과 비전,권한과 책임
내부 의사소통,구성원 참여

ISO9001:2000QMS
-Requirement
품질경영8원칙

직무만족 9 업무분장,성취감,
의사전달,표준화,
부서협조,업무 추친,
피드백,교육훈련,
근무환경

Hackman등(1976)
김유라(2001)
정승환 등(2003)

시간적 압박감 4 시간관리,처리속도,
초과근무,압박감

김정희(1997)

이직 성향 3 이직 고려,애사심 결여
직위/위상에 따른 이직 고려

황명호(2003)

조직몰입 동일시

관여

충성심

5

6

7

이념 동의,동기부여,
병원 미래,방침 만족,
병원발전 노력,업무수행,
최선,종업원만족 노력,
병원 우선,업무집중도,
조직구조 변화,
직장만족,충성심,
소속만족,근무만족,
병원 선택 만족,
참여 확대,의사결정 공유

Mowday등(1982)
김영훈(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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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12.0을 이용하여 DB를 구축하고 기술
분석,t-test,분산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연령,최종 학력)및 직장 근무 경력
(직종,직위,현 병원 근무기간)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알아보았다.

② 연구대상자의 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에 대하여 t-test및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③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ISO9001도입 이후 조직행동(직무만족,
시간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및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④ 연구대상자의 직장 근무 경력별 ISO 9001도입 이후 조직행동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t-test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⑤ ISO 9001도입 이후 조직행동 변화의 관련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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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직직직장장장근근근무무무경경경력력력

연구대상자 275명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74명
(26.9%),여자가 201명(73.1%)이었다.연령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면 30세～
39세가 137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29세(29.1%),40세 이상(21.1%)의
순이었다.학력은 응답자의 94.9%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였으며,전문대
졸이 132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33.5%),대학원졸 이상(13.5%),고졸
(5.1%)의 순이었다.
직장근무경력을 보면 직종에 있어서는 간호직이 147명(53.5%)으로 가장 많았으

며 의료기술직(21.8%),사무직(17.5%),의사직(2.2%)순이었다.의시직의 경우 M병
원에 한하여 분포되었는데,이는 M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병원의 경우 ISO
9001인증범위에 의사직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직종 중 기타는 시설관리직,
약사,영양사,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였으며 14명(5.1%)이었다.직위는
평직원이 186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임급(13.8%),계장급(12.0%),과장급
이상(6.5%)의 순이었다.현 병원의 근무기간은 전체 응답자의 42.9%인 118명이 10
년 이상 근무자였으며 5년～10년 미만이 96명(34.9%),5년 미만이 61명(22.2%)이
었다.근무기간이 10년 이상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연구대상 병원이 전부 병원의
역사가 10년 이상인 병원이었고,가장 빈도수가 높은 G병원의 경우 역사가 25년
정도였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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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장근무경력
단위:명(%)

변수 M병원 G병원 A병원 T병원 계
성
남자 8(12.7) 38(33.0) 23(29.9) 5(25.0) 74(26.9)
여자 55(87.3) 77(67.0) 54(70.1) 15(75.0) 201(73.1)

연령
20세～29세 32(50.8) 19(16.5) 24(31.2) 5(25.0) 80(29.1)
30세～39세 27(42.9) 53(46.1) 47(61.0) 10(50.0) 137(49.8)
40세 이상 4(6.3) 43(37.4) 6(7.8) 5(25.5) 58(21.1)

최종 학력
고졸 3(4.8) 5(4.3) 2(2.6) 4(20.0) 14(5.1)
전문대졸 34(54.0) 32(27.8) 55(71.4) 11(55.0) 132(48.0)
대졸 18(28.6) 53(46.1) 16(20.8) 5(25.0) 92(33.5)
대학원졸 이상 8(12.7) 25(21.7) 4(5.2) 0(0.0) 37(13.5)

직종
의사직 6(9.5) 0(0.0) 0(0.0) 0(0.0) 6(2.2)
간호직 30(47.6) 61(53.0) 47(61.0) 9(45.0) 147(53.5)
의료기술직 10(15.9) 30(26.1) 14(18.2) 6(30.0) 60(21.8)
사무직 12(19.0) 21(18.3) 12(15.6) 3(15.0) 48(17.5)
기타 5(7.9) 3(2.6) 4(5.2) 2(10.0) 14(5.1)

직위
평직원 41(65.1) 86(74.8) 49(63.6) 10(50.0) 186(67.6)
주임급 7(11.1) 17(14.8) 9(11.7) 5(25.0) 38(13.8)
계장급 6(9.5) 8(7.0) 17(22.1) 2(10.0) 33(12.0)
과장급 이상 9(14.3) 4(3.5) 2(2.6) 3(15.0) 18(6.5)

현 병원 근무기간
5년 미만 28(44.4) 12(10.4) 11(14.3) 10(50.0) 61(22.2)
5년～10년 미만 27(42.9) 26(22.6) 33(42.9) 10(50.0) 96(34.9)
10년 이상 8(12.7) 77(67.0) 33(42.9) 0(0.0) 118(42.9)

계 63(100.0) 115(100.0) 77(100.0) 20(100.0) 275(100.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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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ISO 9001 요구사항 이행 인식에 대하여 t-test및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9와 같다.
ISO 9001요구사항 이행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35

점이었으며,세부항목으로 보면 명확한 병원 방침 및 비전의 제시가 3.52점으로 가
장 높았고 권한과 책임의 부여가 3.28점,내부 의사소통 확보가 3.31점,구성원 참
여가 3.29점이었다.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을 성별로 보면 여자 3.37점,남
자 3.31점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
수록 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에 있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권한과 책
임의 부여 항목과 내부 의사소통 확보 항목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최종 학력별로는 고졸이 가장 높은 3.55점이였고 전문대졸
(3.48점),대학원졸 이상(3.24점)순이었는데(p<0.01),권한과 책임의 부여 항목에서
는 고졸(3.50점),전문대졸(3.45점),대학원졸 이상(3.11점),대졸(3.08점)순이였으며
(p<0.01),내부 의사소통 확보 항목에서는 고졸이 가장 높은 3.50점,대졸이 가장
낮은 3.07점이었다(p<0.001).직종별로는 의사직(3.75점)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직종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직위에서는 과장
급 이상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구성원 참여 항목에서 직위가 높을수록 구성
원 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평직원이 가장 낮은 3.21점이고 과장급 이상이
가장 높은 3.67점이었다(p<0.05).현 병원 근무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3.45점),5
년～10년 미만(3.36점),10년 이상(3.30점)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ISO 9001요
구사항 이행 인식이 높았으며,권한과 책임의 부여 항목과 내부 의사소통 확보 항
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병원별로는 A병원이 가장 높
은 3.65점이고 G병원이 가장 낮은 3.06점이었으며 T병원이 3.51점,M병원이 3.48
점이었다(p<0.001).세부항목별로 보면 명확한 방침과 비전 제시에 있어서는 A병
원(3.77점),M병원(3.73점),T병원(3.45점),G병원(3.26점)순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권한과 책임의 부여 항목에서는 T병원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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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65점이였고 A병원(3.58점),M병원(3.43점)순이며 G병원은 보통(3점)이하의
2.93점이었다(p<0.001).내부 의사소통 확보 항목에서는 A병원(3.73점),T병원(3.65
점),M병원(3.48점),G병원(2.89점)순이었다(p<0.001).구성원 참여 항목에서는 M
병원이 가장 높은 3.30점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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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ISO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
단위:평균±표준편차

변수 방침과 비전 권한과 책임 내부 의사소통 구성원 참여 계
성
남자 3.51±0.88 3.24±0.84 3.24±0.82 3.26±0.79 3.31±0.66
여자 3.53±0.85 3.29±0.82 3.34±0.89 3.31±0.72 3.37±0.64

연령
20세～29세 3.55±0.83 3.48±0.76* 3.51±0.87* 3.21±0.65 3.44±0.59
30세～39세 3.48±0.88 3.22±0.83 3.26±0.85 3.34±0.80 3.32±0.66
40세 이상 3.59±0.84 3.16±0.85 3.17±0.90 3.31±0.73 3.31±0.66

최종 학력
고졸 3.86±0.66 3.50±0.76** 3.50±0.65*** 3.36±0.63 3.55±0.44**
전문대졸 3.58±0.87 3.45±0.79 3.52±0.85 3.37±0.74 3.48±0.63
대졸 3.41±0.88 3.08±0.80 3.07±0.85 3.18±0.75 3.18±0.64
대학원졸 이상 3.46±0.80 3.11±0.88 3.11±0.91 3.27±0.77 3.24±0.64

직종
의사직 3.83±0.41 3.50±1.05 3.83±0.75 3.83±0.41 3.75±0.42
간호직 3.52±0.82 3.28±0.82 3.35±0.88 3.32±0.73 3.37±0.63
의료기술직 3.53±0.85 3.30±0.81 3.28±0.92 3.28±0.80 3.35±0.66
사무직 3.35±0.96 3.21±0.85 3.19±0.82 3.19±0.70 3.23±0.68

직위
평직원 3.44±0.83 3.29±0.81 3.30±0.90 3.21±0.72* 3.31±0.64
주임급 3.71±0.90 3.24±0.91 3.31±0.77 3.39±0.82 3.41±0.70
계장급 3.64±0.96 3.18±0.68 3.24±0.79 3.45±0.75 3.38±0.58
과장급 이상 3.83±0.71 3.44±0.98 3.56±0.98 3.67±0.59 3.63±0.65

현 병원 근무기간
5년 미만 3.52±0.77 3.46±0.81* 3.54±0.77* 3.26±0.68 3.45±0.55
5년～10년 미만 3.50±0.86 3.34±0.82 3.32±0.95 3.26±0.68 3.36±0.67
10년 이상 3.54±0.90 3.14±0.82 3.19±0.85 3.34±0.82 3.30±0.66

병원
M병원 3.73±0.72*** 3.43±0.69*** 3.48±0.72*** 3.30±0.69* 3.48±0.52***
G병원 3.26±0.83 2.93±0.80 2.89±0.81 3.15±0.74 3.06±0.62
A병원 3.77±0.89 3.58±0.78 3.73±0.82 3.51±0.77 3.65±0.60
T병원 3.45±0.89 3.65±0.75 3.65±0.81 3.30±0.66 3.51±0.60

계 3.52±0.86 3.28±0.82 3.31±0.87 3.29±0.74 3.35±0.64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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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ISO 9001질 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조직행동의 변
화는 표 10및 표 11과 같다.
ISO 9001도입 이후 조직행동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이었다.항목별로 보면,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은 ISO 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3점)이상의 점수로 직무만족이 3.25점,조직몰입이 3.18점이였으며 시
간적 압박감은 보통 수준의 3.03점이고 이직 성향은 보통 이하의 2.61점이었다.조
직몰입의 경우 다시 동일시,관여,충성심의 측면에서 보면 관여가 가장 높은 3.36
점이었고 충성심이 3.24점,동일시가 3.23점의 순서였다.
조직행동의 변화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3.19점,여자가 3.18점이었으며 직무만

족 항목에서는 남녀 모두 3.25점 수준이었다.시간적 압박감 항목은 남자가 3.05점,
여자가 3.02점,이직 성향 항목은 각각 2.60점,2.61점이고,조직몰입 항목은 남자가
3.30점,여자가 3.27점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또한 동일시에
남자가 3.22점,여자가 3.23점이고,관여에서는 남자가 3.34점,여자가 3.37점이였으
며,충성심에서는 남자가 3.31점,여자가 3.21점이었다.연령별로 보면 20세～29세
가 3.16점,30세～39세 그리고 40세 이상이 3.19점 수준이었다.이를 항목별로 보
면,직무만족 항목에서 20세～29세가 가장 높은 3.3점이었고 30세～39세가 3.22점,
40세 이상이 3.18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
변화 수준은 감소하였다.시간적 압박감 항목에서는 직무만족과 반대로 나이가 많
을수록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이직 성향 항
목에서는 20세～29세가 가장 높은 2.80점이고 30세～39세(2.57점),40세 이상(2.44
점)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직 성향의 변화는 감소하였다(p<0.01).조직몰입 항
목에서는 40세 이상(3.34점),30세～39세(3.30점),20세～29세(3.19점)순으로 나이
가 많을수록 조직몰입의 변화가 증가하였다.동일시에서는 30세～39세가 가장 높
은 3.25점이였고,관여에서는 40세 이상이 가장 높은 3.45점이었다.충성심에서는
40세 이상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세～39세가 3.28점,20세～29세가 3.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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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충성심의 변화가 증가하였다(p<0.5).최종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가장 높은 3.25점이였고 전문대졸(3.24점),대학원졸 이상(3.19점),대졸(3.08
점)순이였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항목별로 보면 직무
만족에서 고졸이 3.39점,전문대졸이 3.39점,대학원졸 이상이 3.15점,대졸이 3.07
점이였고(p<0.01),시간적 압박감은 고졸이 가장 낮은 2.75점이고 대졸이 가장 높
은 3.18점이였다(p<0.01).이직 성향 항목에서는 전문대졸이 가장 높은 2.68점이였
고 대졸(2.61점),고졸(2.55점),대학원졸 이상(2.40점)순이였다.조직몰입 항목은
고졸이 가장 높은 3.41점이고 대학원졸 이상이 3.35점,전문대졸 3.33점,대졸 3.15
점이였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동일시 및 관여에서 고
졸이 가장 높은 3.39점,3.46점이였고 대졸이 가장 낮은 3.10점,3.28점이였다.충성
심에서는 대학원졸 이상이 가장 높은 3.38점이였고 고졸(3.37점),전문대졸(3.31점),
대졸(3.07점)이였다(p<0.05).

표 10.ISO9001도입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행동의 변화
단위:평균±표준편차

변수 직무만족 시간적 압박감 이직 성향 조직몰입 계
성
남자 3.25±0.62 3.05±0.61 2.60±0.72 3.30±0.55 3.19±0.35
여자 3.25±0.67 3.02±0.59 2.61±0.70 3.27±0.50 3.18±0.35

연령
20세～29세 3.35±0.58 2.91±0.56 2.80±0.65** 3.19±0.47 3.16±0.32
30세～39세 3.22±0.68 3.06±0.59 2.57±0.70 3.30±0.53 3.19±0.37
40세 이상 3.18±0.69 3.11±0.62 2.44±0.76 3.34±0.51 3.19±0.33

최종 학력
고졸 3.39±0.57** 2.75±0.38** 2.55±0.78 3.41±0.45* 3.25±0.27**
전문대졸 3.39±0.64 2.92±0.59 2.68±0.67 3.33±0.49 3.24±0.34
대졸 3.07±0.65 3.18±0.63 2.61±0.77 3.15±0.53 3.08±0.35
대학원졸 이상 3.15±0.66 3.13±0.43 2.40±0.63 3.35±0.53 3.19±0.36

계 3.25±0.66 3.03±0.59 2.61±0.71 3.28±0.51 3.18±0.35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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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ISO9001도입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변화
단위:평균±표준편차

444...직직직장장장근근근무무무경경경력력력별별별 조조조직직직행행행동동동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직장근무경력에 따른 ISO 9001질 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조직행동의 변화는
표 12및 표 13과 같다.
조직행동의 변화 수준을 직종별로 보면 의사직이 3.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

호직이 3.19점,의료기술직이 3.18점,사무직이 가장 낮은 3.11점이였는데,의사직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그리고 시간적
압박감 및 이직 성향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였다.직무만족 항목에서는 의사직이
3.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직(3.28점),의료기술직(3.26점),사무직(3.12점)순이
였다.시간적 압박감 항목에서는 간호직이 3.05점이였고 사무직이 3.04점,의료기술
직이 3.03점이고 의사직이 2.83점으로 보통(3점)이하 점수였다.이직 성향 항목에
서도 시간적 압박감에서와 같이 간호직이 가장 높은 2.66점이였고 의료기술직(2.57
점),사무직(2.55점),의사직(1.95점)순이였는데,전 직종에서 보통 이하의 점수로

변수 동일시 관여 충성심 계
성
남자 3.22±0.61 3.34±0.50 3.31±0.63 3.30±0.55
여자 3.23±0.58 3.37±0.48 3.21±0.63 3.27±0.50

연령
20세～29세 3.21±0.53 3.27±0.47 3.10±0.61* 3.19±0.47
30세～39세 3.25±0.61 3.37±0.50 3.28±0.64 3.30±0.53
40세 이상 3.21±0.62 3.45±0.44 3.33±0.59 3.34±0.51

최종 학력
고졸 3.39±0.47 3.46±0.48 3.37±0.62* 3.41±0.45*
전문대졸 3.29±0.58 3.40±0.49 3.31±0.60 3.33±0.49
대졸 3.10±0.58 3.28±0.45 3.07±0.67 3.15±0.53
대학원졸 이상 3.27±0.62 3.40±0.52 3.38±0.56 3.35±0.53

계 3.23±0.59 3.36±0.48 3.24±0.63 3.28±0.5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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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도입 이후 이직 성향의 변화는 긍정적이었다.조직몰입 항목은 의사직이
가장 높은 3.65점이며 간호직과 의료기술직이 3.27점,사무직이 3.21점이었다.동일
시,관여,충성심에서 모두 의사직이 가장 높았는데,동일시의 경우 의사직이 3.70
점이고 간호직(3.24점),의료기술직(3.20점),사무직(3.16점)순이었다.관여에서는
의사직이 3.56점,간호직이 3.38점,의료기술직이 3.33점,사무직이 3.28점이며,충성
심에서는 의사직이 3.69점,의료기술직이 3.28점,사무직이 3.21점,간호직이 3.20점
이었다.조직행동의 변화를 직위별로 보면 과장급 이상이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계장급(3.27점),주임급(3.27점),평직원(3.14점)순으로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행
동의 변화는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항목별로는
먼저 직무만족에서 과장급 이상이 가장 높은 3.38점이었고 주임급이 3.33점,계장
급이 3.30점,평직원이 3.21점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시간적
압박감 항목에서는 평직원(3.04점),주임급(3.03점),계장급(3.04점)이 비슷한 점수
였으나 과장급 이상은 2.93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였다.이직 성향 항목에 있어
서는 평직원이 가장 높은 2.69점이며 계장급이 2.57점,주임급이 2.49점,과장급 이
상이 가장 낮은 2.09점이었으며,모든 직위에서 보통 이하의 점수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조직몰입 항목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가장 높은
3.50점이었으며 계장급(3.43점),주임급(3.41점),평직원(3.20점)순이었다(p<0.01).
동일시에서도 과장급 이상(3.52점),계장급(3.36점),주임급(3.32점),평직원(3.16점)
순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관여에서는 계장급이 3.51점,
과장급 이상이 3.50점,주임급이 3.47점이었으며 평직원이 가장 낮은 3.30점이었다
(p<0.05).충성심에 있어서는 과장급 이상이 가장 높은 3.49점이었고 주임급이
3.42점,계장급이 3.40점,평직원이 3.15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현 병원 근무기간별로 보면,10년 이상이 3.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년
미만이 3.17점,5년～10년 미만이 3.15점이었다.먼저,직무만족 항목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5년 미만이 3.34점,5년～10년 미만이 3.26점,10년 이상이
3.19점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무만족의 변화가 높았다.시간적 압박감에서는
직무만족과 반대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시간적 압박감의 변화가 높았는데,5년 미
만(2.88점)과 5년～10년 미만(2.95점)에서는 보통 이하로,10년 이상(3.17점)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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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었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이직 성향 항목에서는
ISO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 이하로 10년 이상이 2.51점,5년～10년 미만이 2.61
점,5년 미만이 2.79점이었다(p<0.05).조직몰입 항목에서는 10년 이상이 3.34점,5
년～10년 미만이 3.23점,5년 미만이 3.22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근
무기간이 길수록 조직몰입의 변화 정도는 높았다.동일시에서는 10년 이상(3.26
점),5년～10년 미만(3.21점),5년 미만(3.20점)순이었다.관여에서는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3.45점이었고 5년 미만이 3.32점,5년～10년 미만이 3.28점으로 가장 낮
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충성심에서는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3.31점이었고 5년～10념 미만(3.20점),5년 미만(3.16점)순이었다.조직
행동의 변화를 병원별로 보면,A병원이 가장 높은 3.34점이었고 M병원(3.22점),T
병원(3.19점),G병원(3.05점)순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직무
만족 항목의 경우 A병원이 3.59점,T병원이 3.51점,M병원이 3.33점으로 보통 이
상이었으나,G병원은 2.93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1).시간적 압박감 항목에서는 G병원이 가장 높은 3.36점으로 보
통 이상의 점수였으나 나머지 A병원(2.83점),M병원(2.75점),T병원(2.74점)은 보
통 이하의 점수였다(p<0.001).이직 성향 항목에서는 A병원(2.79점),G병원(2.58
점),T병원(2.50점),M병원(2.48점)순이었다.조직몰입 항목에서는 A병원이 3.41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M병원이 3.39점,T병원이 3.25점,G병원이 3.13점이었는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동일시에서는 A병원이 3.41점으로 가
장 높았고 M병원이 3.37점,T병원이 3.22점,G병원이 3.03점이었다(p<0.001).관여
에서도 A병원(3.49점),T병원(3.38점),M병원(3.35점),G병원(3.28점)순으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충성심에서는 M병원이 가장 높은 3.45점
이었으며 A병원(3.35점),T병원(3.16점),G병원(3.06점)순이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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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ISO9001도입 후 직장근무경력에 따른 조직행동의 변화
단위:평균±표준편차

변수 직무만족 시간적 압박감 이직 성향 조직몰입 계
직종
의사직 3.46±0.56 2.83±0.44 1.95±0.44 3.65±0.27 3.35±0.21
간호직 3.28±0.68 3.05±0.62 2.66±0.71 3.27±0.52 3.19±0.36
의료기술직 3.26±0.61 3.03±0.52 2.57±0.71 3.27±0.47 3.18±0.32
사무직 3.12±0.67 3.04±0.64 2.55±0.63 3.21±0.54 3.11±0.35

직위
평직원 3.21±0.64 3.04±0.60 2.69±0.71** 3.20±0.50** 3.14±0.34*
주임급 3.34±0.68 3.03±0.57 2.49±0.61 3.41±0.46 3.27±0.35
계장급 3.30±0.64 3.04±0.57 2.57±0.64 3.43±0.54 3.27±0.34
과장급 이상 3.38±0.78 2.93±0.67 2.09±0.76 3.50±0.55 3.28±0.36

현 병원 근무기간
5년 미만 3.34±0.51 2.88±0.42** 2.79±0.64* 3.22±0.41 3.17±0.26
5년～10년 미만 3.26±0.72 2.95±0.66 2.61±0.67 3.23±0.52 3.15±0.37
10년 이상 3.19±0.67 3.17±0.58 2.51±0.75 3.34±0.55 3.21±0.37

병원
M병원 3.33±0.51*** 2.75±0.41*** 2.48±0.63 3.39±0.42*** 3.22±0.27
G병원 2.93±0.65 3.36±0.55 2.58±0.73 3.13±0.50 3.05±0.34
A병원 3.59±0.56 2.83±0.55 2.79±0.72 3.41±0.56 3.34±0.35
T병원 3.51±0.64 2.74±0.56 2.50±0.63 3.25±0.45 3.19±0.31

계 3.25±0.66 3.03±0.59 2.61±0.71 3.28±0.51 3.18±0.35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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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ISO9001도입 후 직장근무경력에 따른 조직몰입의 변화
단위:평균±표준편차

변수 동일시 관여 충성심 계
직종
의사직 3.70±0.30 3.56±0.39 3.69±0.26 3.65±0.27
간호직 3.24±0.60 3.38±0.49 3.20±0.65 3.27±0.52
의료기술직 3.20±0.54 3.33±0.49 3.28±0.58 3.27±0.47
사무직 3.16±0.63 3.28±0.45 3.21±0.66 3.21±0.54

직위
평직원 3.16±0.57* 3.30±0.47* 3.15±0.63** 3.20±0.50**
주임급 3.32±0.49 3.47±0.51 3.42±0.53 3.41±0.46
계장급 3.36±0.66 3.51±0.48 3.40±0.64 3.43±0.54
과장급 이상 3.52±0.65 3.50±0.50 3.49±0.62 3.50±0.55

현 병원 근무기간
5년 미만 3.20±0.48 3.32±0.48* 3.16±0.47 3.22±0.41
5년～10년 미만 3.21±0.58 3.28±0.47 3.20±0.67 3.23±0.52
10년 이상 3.26±0.64 3.45±0.48 3.31±0.66 3.34±0.55

병원
M병원 3.37±0.45*** 3.35±0.42* 3.45±0.52*** 3.39±0.42***
G병원 3.03±0.57 3.28±0.44 3.06±0.64 3.13±0.50
A병원 3.41±0.64 3.49±0.54 3.35±0.66 3.41±0.56
T병원 3.22±0.50 3.38±0.58 3.16±0.47 3.25±0.45

계 3.23±0.59 3.36±0.48 3.24±0.63 3.28±0.51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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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IIISSSOOO 999000000111도도도입입입 후후후 조조조직직직행행행동동동 변변변화화화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ISO 9001도입 후 조직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직장 근무 경력,조직특성 및 ISO 9001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성,최종 학
력,직종,직위,소유구조는 가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성의 경우 여자를 0,
최종 학력은 고졸을 0,직종은 의사직을 0,직위는 평직원을 0,소유구조는 개인을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가가가...IIISSSOOO 999000000111도도도입입입 후후후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변변변화화화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연령,최종 학력)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Ⅰ에서는
F=3.194로서 유의수준 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회귀모형의 설명력이
5.6%였으나,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모형 Ⅱ에서는 F=1.855로
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 상승하
였으나,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모형 Ⅲ에서는 F=4.793으로서
유의수준 0.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4.4% 증가하
였고,학교법인(소유구조)에서 t=-3.077로서 유의수준 1%에서 소유구조에 따라 직
무만족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모형 Ⅳ에서는 F=53.545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적합하였고,회귀모형의 설명력이 57.9%로 높게 상승하였다.그리고 남
자(성)에서 t=2.086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성에 따라 직무만족이 영향을 받고 있
었다.그리고,방침과 비전,권한과 책임,내부 의사소통에서는 유의수준 0.1%,구
성원 참여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즉 방침과
비전,권한과 책임,내부 의사소통,구성원 참여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높게 나타
났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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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 여자
남자 0.046 0.713 0.093 1.127 0.106 1.346 0.083 2.086*

연령 -0.012 -0.162 -0.012 -0.096 0.047 0.409 0.055 0.948
최종
학력

고졸
전문대졸 0.005 0.031 -0.032 -0.193 -0.052 -0.342 0.028 0.370
대졸 -0.237 -1.691 -0.259 -1.697 -0.136 -0.953 0.027 0.380

대학원졸이상 -0.124 -1.166 -0.187 -1.606 -0.026 -0.230 0.067 1.196
직종 의사직

간호직 -0.085 -0.324 0.047 0.189 0.098 0.777
의료기술 -0.099 -0.449 -0.040 -0.192 0.021 0.196
사무직 -0.156 -0.775 -0.093 -0.495 0.005 0.056
기타직 -0.077 -0.598 -0.070 -0.579 -0.011 -0.180

직위 평직원
주임급 0.097 1.545 0.026 0.436 0.032 1.043
계장급 0.093 1.447 -0.090 -1.387 0.001 0.043

과장급이상 0.110 1.360 0.001 0.011 -0.049 -1.261
근무기간 -0.073 -0.675 0.115 1.041 -0.002 -0.043
운영기간 0.037 0.306 -0.013 -0.214
소유구조 개인

학교법인 -0.444 -3.077** -0.047 -0.628
의료법인 0.119 1.455 0.052 1.239

ISO
9001

요구사항
이행

방침과 비전 0.190 5.792***

권한과 책임 0.354 8.985***

내부의사소통 0.410 10.247***

구성원 참여 0.106 3.072**

F 3.194** 1.855* 4.793*** 53.545***

R2 0.056 0.085 0.229 0.808
△R2 - 0.029 0.144 0.579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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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IIISSSOOO 999000000111도도도입입입 후후후 시시시간간간적적적 압압압박박박감감감 변변변화화화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시간적 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 Ⅰ에서는 F=3.551로서 유

의수준 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2%였으며, 대졸

(최종 학력)에서 t=2.927, 대학원졸 이상(최종 학력)에서 t=2.244로서 최종 학력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 Ⅱ에서는 F=2.047로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 상승하였고, 대졸(최종 학

력)에서 t=2.130, 대학원졸 이상(최종 학력)에서 t=1.996으로 최종 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 Ⅲ에서는 F=5.766으로서 유의수준 0.1%에서 회귀모형이 적

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7.0% 증가하였고, 학교법인(소유구조)에서 

t=3.812로서 유의수준 0.1%에서 소유구조가 시간적 압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모형 Ⅳ에서는 F=12.617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3.5% 상승하였다. 그리고 학교법인(소유구조)에서 t=2.233

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소유구조가 시간적 압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리고, 방침과 비전, 권한과 책임, 내부 의사소통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방침과 비전, 권한과 책임, 내부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시간적 압박감은 

낮게 나타났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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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시간적 압박감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 여자
남자 -0.044 -0.678 0.019 0.233 -0.055 -0.719 -0.043 -0.670

연령 0.103 1.430 -0.027 -0.225 -0.078 -0.692 -0.075 -0.796
최종
학력

고졸
전문대졸 0.223 1.484 0.132 0.811 0.140 0.946 0.091 0.733
대졸 0.408 2.927** 0.323 2.130* 0.194 1.395 0.095 0.815

대학원졸이상 0.238 2.244* 0.231 1.996* 0.044 0.403 -0.016 -0.181
직종 의사직

간호직 0.173 0.662 -0.120 -0.491 -0.147 -0.718
의료기술 0.065 0.297 -0.079 -0.390 -0.114 -0.674
사무직 0.078 0.391 -0.066 -0.360 -0.129 -0.841
기타직 0.037 0.286 -0.008 -0.066 -0.038 -0.381

직위 평직원
주임급 -0.049 -0.786 0.039 0.666 0.042 0.867
계장급 -0.074 -1.153 0.125 1.958 0.073 1.360

과장급이상 -0.057 -0.707 0.075 0.996 0.113 1.798
근무기간 0.197 1.837 -0.067 -0.627 0.008 0.084
운영기간 0.085 0.713 0.131 1.318
소유구조 개인

학교법인 0.538 3.812*** 0.270 2.233*

의료법인 0.066 0.822 0.099 1.465
ISO
9001

요구사항
이행

방침과 비전 -0.167 -3.142**

권한과 책임 -0.196 -3.079***

내부의사소통 -0.234 -3.622**

구성원 참여 -0.093 -1.667
F 3.551** 2.047* 5.766*** 12.617***

R2 0.062 0.093 0.263 0.498
△R2 - 0.031 0.170 0.235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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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IIISSSOOO 999000000111도도도입입입 후후후 이이이직직직 성성성향향향 변변변화화화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이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 Ⅰ에서는 F=3.476으로서 유의

수준 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1%였고, 연령에서 

t=-3.532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성향이 높아지고 있었다. 모형 Ⅱ에서는 

F=1.966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8% 상승하였고, 연령에서 t=-2.289로서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성향이 높게 나

타났다. 모형 Ⅲ에서는 F=1.982로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0% 증가하였고, 연령에서 t=-2.063으로서 유의수준 5%에

서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성향이 높아지고 있었다. 모형 Ⅳ에서는 F=3.628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적합하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1.3% 상승하

였다. 그리고 연령에서 t=-2.078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 방침과 비전에서는 t=-2.472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연령 그리고 방침과 비전이 높을수록 이직 성향은 

낮아지고 있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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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이직 성향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 여자
남자 0.086 1.334 0.101 1.221 0.049 0.572 0.053 0.668

연령 -0.254 -3.532*** -0.278 -2.289* -0.255 -2.063* -0.243 -2.078*

최종
학력

고졸
전문대졸 -0.109 -0.725 -0.102 -0.627 -0.122 -0.748 -0.153 -0.995
대졸 -0.111 -0.794 -0.089 -0.582 -0.097 -0.632 -0.158 -1.089

대학원졸이상 -0.123 -1.161 -0.064 -0.548 -0.087 -0.729 -0.129 -1.146
직종 의사직

간호직 0.184 0.704 0.076 0.283 0.063 0.249
의료기술 0.128 0.582 0.079 0.354 0.058 0.273
사무직 0.101 0.502 0.048 0.235 0.003 0.018
기타직 0.144 1.116 0.121 0.929 0.108 0.876

직위 평직원
주임급 -0.054 -0.869 -0.038 -0.602 -0.027 -0.442
계장급 0.005 0.083 0.012 0.165 -0.013 -0.200

과장급이상 -0.106 -1.312 -0.088 -1.069 -0.053 -0.679
근무기간 0.060 0.560 -0.012 -.102 0.039 0.346
운영기간 0.167 1.278 0.217 1.746
소유구조 개인

학교법인 -0.014 -0.092 -0.210 -1.395
의료법인 0.123 1.404 0.134 1.597

ISO
9001

요구사항
이행

방침과 비전 -0.164 -2.472*

권한과 책임 -0.096 -1.204
내부의사소통 -0.122 -1.518
구성원 참여 -0.104 -1.494
F 3.476** 1.966* 1.982* 3.628***

R2 0.061 0.089 0.109 0.222
△R2 - 0.028 0.020 0.113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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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IIISSSOOO 999000000111도도도입입입 후후후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변변변화화화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 Ⅰ에서는 F=3.629로서 유의수준 

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6.3%였으며, 연령에서 

t=2.872로서 유의수준 1%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높아지고 있었다. 모

형 Ⅱ에서는 F=2.308로서 유의수준 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4.0% 상승하였으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

다. 모형 Ⅲ에서는 F=3.626으로서 유의수준 0.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8.1% 증가하였고, 학교법인(소유구조)에서 t=-3.702로서 유

의수준 0.1%에서 소유구조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 Ⅳ에서는 

F=35.892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

이 55.5% 상승하였다. 그리고 의료법인(소유구조)에서 t=-2.623으로서 유의수준 

1%에서 소유구조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방침과 비전, 내부 

의사소통, 구성원 참여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방침과 비전, 내부 의사소통, 구성원 참여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높았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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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 여자
남자 -0.017 -0.266 0.025 0.303 0.061 0.752 0.056 1.210

연령 0.206 2.872** 0.114 0.948 0.187 1.574 0.146 2.156*

최종
학력

고졸
전문대졸 0.102 0.679 0.081 0.499 0.049 0.311 0.105 1.182
대졸 -0.115 -0.828 -0.128 -0.847 -0.064 -0.437 0.057 0.674

대학원졸이상 0.001 0.005 -0.066 -0.577 0.032 0.282 0.127 1.944
직종 의사직

간호직 -0.211 -0.813 0.016 0.062 0.064 0.435
의료기술 -0.225 -1.035 -0.088 -0.415 -0.020 -0.160
사무직 -0.221 -1.109 -0.100 -0.516 0.019 0.168
기타직 -0.057 -0.443 -0.014 -0.113 0.023 0.320

직위 평직원
주임급 0.118 1.897 0.074 1.205 0.033 0.939
계장급 0.123 1.934 -0.005 -0.072 0.027 0.690

과장급이상 0.125 1.571 0.049 0.625 -0.044 -0.972
근무기간 0.025 0.237 0.148 1.303 0.042 0.645
운영기간 0.138 1.101 0.001 0.012
소유구조 개인

학교법인 -0.550 -3.702*** -0.124 -1.418
의료법인 -0.112 -1.334 -0.128 -2.623**

ISO
9001

요구사항
이행

방침과 비전 0.365 9.510***

권한과 책임 0.088 1.920
내부의사소통 0.258 5.518***

구성원 참여 0.353 8.750***

F 3.629** 2.308** 3.626*** 35.892***

R2 0.063 0.103 0.184 0.739
△R2 - 0.040 0.081 0.555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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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행동 변화의 관련 요인을 조직행동, 시간적 압박감, 이직 성향, 조직몰입의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합하여 조직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모형 Ⅰ에서는 F=2.162로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회귀모형의 설명

력이 3.9%였다. 모형 Ⅱ에서는 F=1.596으로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7.4% 상승하였다. 모형 Ⅲ에서는 F=2.740으로서 유의수준 

0.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7.1% 증가하였고, 운영

기간에서 t=-2.526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운영기간이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모형 Ⅳ에서는 F=6.076으로서 회귀모형이 유의수준 0.1%에서 적합하

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7.9% 상승하였다. 그리고 운영기간에서 t=-2.404

로서 유의수준 5%에서 운영기간이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부 의사소통에서 t=3.156으로서 유의수준 1%에서 내부 의사소통이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18).



- 54 -

표 18.조직행동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 여자
남자 0.063 1.005 0.156 1.915 0.096 1.169 0.082 1.116

연령 0.105 0.711 0.053 0.338 -0.012 -0.075 0.044 0.316
최종
학력

고졸
전문대졸 -0.081 -0.586 -0.106 -0.719 -0.090 -0.619 0.013 0.099
대졸 -0.044 -0.416 -0.067 -0.588 -0.052 -0.451 0.013 0.122

대학원졸이상 -0.053 -0.766 -0.138 -1.456 -0.067 -0.702 -0.057 -0.666
직종 의사직

간호직 0.050 0.188 0.008 0.031 0.058 0.242
의료기술 -0.057 -0.257 -0.060 -0.275 -0.018 -0.093
사무직 -0.129 -0.632 -0.138 -0.688 -0.065 -0.359
기타직 0.031 0.239 0.020 0.158 0.065 0.568

직위 평직원
주임급 0.068 1.076 0.068 1.099 0.053 0.945
계장급 0.083 1.287 0.034 0.503 0.060 0.968

과장급이상 0.020 0.254 0.010 0.129 -0.031 -0.436
근무기간 0.085 0.988 0.004 0.040 -0.021 -0.253
운영기간 0.333* 2.526 0.287* 2.404
소유구조 개인

학교법인 -0.296 -1.914 -0.101 -0.712
의료법인 0.173 1.993 0.132 1.678

ISO
9001

요구사항
이행

방침과 비전 0.083 1.344
권한과 책임 0.143 1.933
내부의사소통 0.237** 3.156
구성원 참여 0.126 1.942
F 2.162 1.596 2.740*** 6.076***

R2 0.039 0.074 0.145 0.324
△R2 - 0.035 0.071 0.179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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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4개의 병원(개인 1개,학교법인 1개,의료법인 2개)을 연구대상 의료
기관으로 하여 주요 직종인 의사직,간호직,의료기술직,사무직 등 직원 593명에
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사항이 있었

다.첫째,표본추출의 한계점이 있었다.4개의 의료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를 가지고 ISO9001을 도입한 전체 의료기관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자료수집에 의한 측정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지 못하고,조

직 구성원의 지각된 반응이라는 주관적인 측정방법에 의존함에 따라,이 연구결과
에 대한 이해는 응답자들의 지각 수준이 실제 상황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겠는
가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또한 5점 척도에 의한 문항별
설문에 ‘보통이다(3점)’이라고 응답하는 중앙화 현상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
었다.또한,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노출을 우려한 응답자가 고
의적으로 미기재하여 회수된 설문지가 382부의 25%에 해당하는 97부로 최종 분석
자료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셋째,연구대상 직종 중 의사직이 1개 병원에 국한되었으며,전체 직종별 구성

비율에서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ISO 9001도
입 후 조직행동 변화를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그리고 조직행동 변화에 있어 집단 차원의 조직구조,조직문화에 대한 조
사가 배제되어 있어 ISO 9001도입과 조직행동 변화에 대한 병원간의 차이를 측
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본 연구의 모형 중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연구에서 사

용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군을 연구모델에서의 인과적 순서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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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회귀식에 포함하여 회귀계수(Beta)와 결정계수(R2)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그러나 본 연구모형에서는 분석모형의 가정에 따른 논리적 흐름에 따른
순서를 설정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1단계,직장근무경력 변수를 2단계,일반적
조직특성을 3단계,ISO 9001요구사항 이행을 4단계로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독립
변수들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수행되었다.

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가가...IIISSSOOO 999000000111요요요구구구사사사항항항 이이이행행행 인인인식식식

ISO 9001은 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가 행해지는 것으로 TQM과는
다른 면이 있다.ISO 9001에서는 경영자의 책임,질 관리 시스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즉,TQM은 조직 전체의 질 관리를 포괄
하지만 제도나 문서화가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ISO9001은 구체성과 투명성에 있
어 상대적으로 공평성을 확보하고 있다(이순룡,1998).조직이 TQM을 통해 조직
운영에 따른 자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면,조직이 ISO 9001를 도입한다
는 것은 ISO 9001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ISO 9001
도입에 따른 요구사항 이행은 질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에 매우 중요하며,
병원의 방침과 비전 제시,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내부 의사전달의 확보,구
성원 참여는 여러 TQM 및 ISO 9001관련 선행연구(정해경,1999;서창적 외,
2000;김유라,2001;탁기천,2001;이한우,2003)에서도 언급하였다.이번 연구대상
자들 대부분이 ISO 9001도입 이전에 비해 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에 있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여줌으로써 질 관리 시스템에 적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병원의 방침과 비전 제시에 대한 이행 인식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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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IIISSSOOO 999000000111도도도입입입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조조조직직직행행행동동동의의의 변변변화화화

ISO 9001도입 후 조직행동에 있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은 보통 이상의 점수
로 조사되어서 ISO 9001도입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이직 성향
역시 ISO 9001도입 이전에 비해 보통 이하로 현 병원에 잔류하고자 하는 성향으
로 전환되고 있다.그러나 시간적 압박감에 있어서는 초과 근무와 직무 수행을 위
한 시간적 압박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ISO 9001운영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
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직무만족에서 업무 표준화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업무분장,의

사전달,교육훈련에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그러나 업무에 대한 성취감,업무
피드백에 있어서는 직종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에서
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성취감,피드백,근무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 필
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ISO 9001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아니지만 의료기관 구성원에 대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비교하였
을 때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은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여자보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선덕남,1997;이영석,1998;이선희 외,1999;정우영,2001)으로 나타났지
만,ISO 9001도입을 전제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이는 권명자
(1997),정우영(2001)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ISO 9001도입 후 시간적 압박감 변화를 보면 학력과 현 병원 근무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대졸부터는 ISO9001도입으로 시간적 압박감이 보통 이
상이었으며,병원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또한,간호직과
의료기술직에서는 ISO 9001도입 전보다 초과 근무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사무직은 초과 근무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는데 의료서비스 접점에 있는
부서 구성원들은 질 관리를 위한 업무가 많아져 이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송윤호(2001)는 질 관리 담당자의 업무과다,현업과 중복으로 인
한 시간 부족이 ISO9001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직 성향은 ISO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 이하 점수였지만,연령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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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성향도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이직 성향은 ISO9001도입이 아
니더라도 연령 혹은 근무기간에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Hrebiniak& Alluto(1972),Sheldon(1971)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며,정
우영(2001)의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동일시 및 충성심보다 관여의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먼저 동일시에서는 병원 이념에 대한 동의와 병원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구성원들은 병원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ISO9001도입 이전에 비해 보통 이상이었다.그러나 종업원 문제에 대한 병원 방
침 및 조직구조의 효율적인 변화는 보통보다 낮은 점수였는데,병원이 ISO 9001
도입 이후 질 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운영에 있어 아직까지 체계적이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추
측할 수 있다.관여에 있어서는 ISO9001도입을 통해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 함이 보통 이상이었으며,병원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업무라도 수행하겠다고 하
는 자세와 병원일이 개인의 일에 우선한다는 것에서도 보통 이상이었다.또한 ISO
9001도입 이후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보통 이상이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을 하는 직종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그
러나 병원의 종업원 만족을 위한 노력은 구성원이 인지하는 수준에서는 의사직을
제외하고 보통 수준이거나 이하여서 직종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충성심
에 있어서는 내가 현 병원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현 근무에 대해 만
족한다는 견해가 보통 이상이었으나,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 확대나 의사
결정 공유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거나 낮은 점수였다.
전체적인 직종별로는 의사직의 조직행동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으며,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가 낮았다.

다다다...IIISSSOOO 999000000111도도도입입입 후후후 조조조직직직행행행동동동 변변변화화화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본 연구의 결과,인구사회학적 특성,직장 근무 경험,조직특성에 대하여 ISO
9001도입 후 조직행동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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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ISO9001요구사항 이행 변수에 직무만족,시간적 압박감,조직몰입이 많은 영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직무만족에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모형 Ⅲ에서 학교법인(소유구조)

이,모형 Ⅳ에서 남자(성)과 ISO 9001요구사항 이행 변수 모두가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다.ISO9001요구사항 이행 변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
에서 58%로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시간적 압박감에 있어서는 모
형 Ⅰ와 모형 Ⅱ에서 학대졸,대학원졸 이상(최종 학력),모형 Ⅲ과 모형 Ⅳ에서는
학교법인(소유구조)와 ISO 9001요구사항 이행 변수 중 구성원 참여를 제외한 3
개의 변수가 유의한 변수였다.이직 성향에서는 모형 Ⅰ부터 모형 Ⅳ까지 모두 연
령이 유의한 변수였고,ISO9001요구사항 이행 변수 중 병원의 방침과 비전 제시
가 모형Ⅳ에서 유의한 변수였다.조직몰입에서는 모형 Ⅳ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에서 연령이,조직특성 변수에서 의료법인(소유구조)이,ISO 9001요구사항 이행
변수에서 방침과 비전,내부 의사소통,구성원 참여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 중 연령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료기관 구성원
들의 조직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최정웅,1991;이선희 외,1999;김영훈,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최종 학력에서는 분산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도 높은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지만,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이 결과는 최
정웅(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조덕찬(1994),김영훈(2001)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한다.직무만족,시간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을 종합한 조직행동에서
는 모형 Ⅰ 및 모형 Ⅱ는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 Ⅲ에서는 운영기간이 모형 Ⅳ에
서는 운영기간,내부 의사소통이 조직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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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ISO9001도입 후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행동 변화를 직무만족,시간
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연구대상자는
ISO 9001을 도입한 4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593명으로 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275
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분석방법으
로는 빈도분석,t-test,분산분석,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ISO 9001도입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
식을 보면,최종 학력과 병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연령과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ISO 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병원 방침 및 비전 제시에 대하여 ISO9001요구사항 이행
인식이 가장 높았고 내부 의사소통의 확보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2.직무만족에서는 ISO 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 이상으로,최종 학력간의 차
이,근무 병원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연령과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시간적 압박감에서는 ISO9001도입 전에 비
해 보통 수준이었고,최종 학력간의 차이,근무기간의 차이,근무 병원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는데,최종 학력에서는 대졸이 가장 시간적 압박감을 많이
받았으며,근무기간이 길수록 시간적 압박감도 높아졌다.이직 성향은 ISO 9001
도입 전에 비해 보통 이하였으며,연령이 높을수록,직위가 높을수록,근무기간이
길수록 이직 성향은 낮아졌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3.조직몰입은 ISO 9001도입 전에 비해 보통 이상이었으며 최종 학력,직위,
병원 근무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직위가 높을수록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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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높아졌다.조직몰입은 동일시,관여,충성심의 3가지 관점에서 보았는데,관여
의 관점이 다른 관점보다 높은 점수였다.먼저,동일시에서는 근무 병원간 차이가
있었고 직위가 높을수록 동일시도 높았다.관여에 있어서는 직위,근무기간 및 병
원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충성심에서는 연령,최종 학력,직
위 및 병원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연령이 높을수록 충성심도 높
았다.

4.ISO 9001도입 후 조직행동 변화의 관련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직무
만족에서는 병원의 방침과 비전의 명확한 제시,권한과 책임의 부여,내부 의사소
통,구성원 참여와 성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시간적 압박감은 병원 소유구조 및
병원의 방침과 비전,권한과 책임 부여,내부 의사소통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이
직 성향은 연령과 병원의 방침과 비전에 영향을 받았고 조직몰입은 연령,병원 소
유구조,병원의 방침과 비전,내부 의사소통,구성원 참여에 영향을 받았다.직무만
족,시간적 압박감,이직 성향,조직몰입을 종합한 조직행동에서는 운영기간 및 내
부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ISO 9001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의 조직 구성원은 ISO
9001도입 전에 비해 조직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즉,ISO
9001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
의 조직행동 특히,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ISO 9001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 의료이용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
여 ISO 9001를 성공적으로 정착,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이를 위하여
ISO9001의 도입과 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의료기관의 최고 경영자는 의료기관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
하고 조직원들과의 공유를 통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질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생각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조직원이 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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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재량을 제공하고 격려하며,조직원의 업무 공헌도를 인
정하여야 한다.
둘째,ISO9001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분위기 조성 등
과 같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ISO 9001도입으로 강조되는 질 관리 활동이 기존 업무에 흡수될 수 있

도록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의 변화를 모색하고,내부심사 및 제 3자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
루어져야 한다.

ISO 9001도입은 도입 그 자체만으로 질 관리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 관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이번 연구가 의료기관에
있어 ISO 9001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ISO 9001도입,유지 및 발전을 위한 참
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그리고 ISO9001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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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설설설문문문지지지)))

ISO ISO ISO ISO 9001 9001 9001 9001 도입과 도입과 도입과 도입과 조직행동에 조직행동에 조직행동에 조직행동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ISO "ISO "ISO "ISO 9001 9001 9001 9001 도입이 도입이 도입이 도입이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조직 조직 조직 조직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조직행동에 조직행동에 조직행동에 조직행동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을 위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무기명무기명무기명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전산 처리되어 학문적인 학문적인 학문적인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목적으로만 목적으로만 목적으로만 사용사용사용사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대한 귀하의 고견은 본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

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200620062006년 년 년 년 4444월월월월

              지도교수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겸 병원행정학과 주임교수 유승흠

              연 구 자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석사과정 배병운

              연 락 처 : 02-3467-3813 / 017-391-5789

                         이메일 bbw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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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귀하의 평소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귀하가 느끼시는 대로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4 3 2 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도입 도입 도입 후 후 후 후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비해 비해 비해 비해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정도정도정도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업무의 분장이 명확해졌다. 5 4 3 2 1

 2. 직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5 4 3 2 1

 3. 직무수행 시 성취감이 증가되었다. 5 4 3 2 1

 4. 의사전달이 명확해졌다. 5 4 3 2 1

 5. 체계적인 내부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5 4 3 2 1

 6. 매뉴얼의 작성과 직무방법 및 평가가 표준화 되었다. 5 4 3 2 1

 7. 부서간의 상호지원 및 협조가 원활해졌다. 5 4 3 2 1

 8.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5 4 3 2 1

 9. 업무수행 후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 5 4 3 2 1

 10.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이 증가되었다. 5 4 3 2 1

 11.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다. 5 4 3 2 1

 12. 병원의 시간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5 4 3 2 1

 13.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5 4 3 2 1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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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4 3 2 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도입 도입 도입 후 후 후 후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비해 비해 비해 비해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정도정도정도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4. 시간외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 5 4 3 2 1

 15. 직무수행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이 줄어들었다. 5 4 3 2 1

 16.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비슷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5 4 3 2 1

 17. 내 지위나 위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나는 병원을 떠날 

것이다.
5 4 3 2 1

 18. 병원에 대해 별로 애사심을 느끼지 못한다. 5 4 3 2 1

 19. 명확한 병원방침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5 4 3 2 1

 20. 병원의 발전을 위해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4 3 2 1

 21. 병원이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5 4 3 2 1

 22. 병원은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고무시킨다. 5 4 3 2 1

 23. 병원은 종업원의 만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4 3 2 1

 24. 개인적인 일보다 병원의 일을 중시한다. 5 4 3 2 1

 25.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5 4 3 2 1

 26. 직무수행 시 구성원의 참여가 늘었다. 5 4 3 2 1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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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4 3 2 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도입 도입 도입 후 후 후 후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이전에 비해 비해 비해 비해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정도정도정도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27. 우리병원의 이념이나 가치관이 평소 나의 생각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28. 병원은 새로운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4 3 2 1

 29. 병원의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5 4 3 2 1

 30. 종업원들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병원의 방침이 만족스럽다. 5 4 3 2 1

 31. 조직구조가 효율적으로 변화되었다. 5 4 3 2 1

 32. 우리병원이 근무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병원이라 말한다. 5 4 3 2 1

 33. 병원에 대해 충성심을 더 느낀다. 5 4 3 2 1

 34. 병원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 4 3 2 1

 35. 우리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5 4 3 2 1

 36. 우리병원이 최선의 직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5 4 3 2 1

 37. 의사결정 과정에 종업원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5 4 3 2 1

 38. 의사결정 내용을 병원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 5 4 3 2 1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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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표 또는 직접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  만_________세

  2. 귀하의 성     □ 남자     □ 여자

  3. 귀하의 학력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4. 귀하의 직종   □ 의사직   □ 간호직    □ 의료기술직

                   □ 사무직   □ 기타 __________________

  5. 귀하의 직위   □ 평직원   □ 주임급    □ 계장급

                   □ 과장급   □ 부장급 이상

                   □ 기타(위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 _________________

  6. 귀하의 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현 직장 근무기간

     (1) 입사      □ ISO 9001 도입 전 입사   □ ISO 9001 도입 후 입사

     (2) 근속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설문지 작성일을 기준)

  8. 병원계 총 근무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설문지 작성일을 기준)

    다시 한 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작성해

  주신 자료는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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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

TTThhheeeIIInnntttrrroooddduuuccctttiiiooonnnooofffIIISSSOOO999000000111aaannndddttthhheeeCCChhhaaannngggeeeooofff
MMMeeemmmbbbeeerrrsss'''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aaalllBBBeeehhhaaavvviiiooorrriiinnnMMMeeedddiiicccaaalllIIInnnssstttiiitttuuutttiiiooonnnsss

Byoung-WoonBae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ung-Hum Yu,MD,PhD)

ISO 9001qualitymanagementsystem hasbeenintroducingthrough
somedomesticmedicalinstitutionstoimprovethequality ofmedical
services.ThisstudysuggeststhebasicdataforISO 9001instruction
and its settlement,maintenance and improvementby analyzing the
organizationalbehaviorchangeofmembersinmedicalinstitutions.The
systematicquestionnairehasbeendonesothatitcananalyzechanges
of organization members in the aspects of job satisfaction,time
pressure,turnoverintention,organizationalcommitment.Thetargetsof
studyare593peoplewhoworkat4hospitalsthathaveintroducedISO
9001.A frequency analysis,t-test,a dispersion analysis,a multiple
regressionhavebeenusedastheanalysismethod.Themainresults
aresummarizedasfollows.

1.In the view of the performance recognition of ISO 9001
requirementbysociodemographiccharacteristics,itshowsameaningful
differenceon thefinaleducationalattainmentsandworking hospitals.
Theshorteranageandaworkingterm are,thehighertheperformance
recognitionofISO9001requirementis,however,itisnot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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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 the aspect of job satisfaction,the members of medical
institutions have recognized more than averagely and there is a
difference among the final educational attainments and working
hospitals.In addition,theshorteran ageand a working term,the
higherthe job satisfaction.In the view oftime pressure,itis an
averagecomparingtoprevioussituationofISO9001introduction.There
isadifferenceamongthefinaleducationalattainments,workingterm
andworkinghospitalsandthelongertheworkingterm is,the higher
atimepressureis.Intheaspectofturnoverintension,itislowerthan
average comparing to the previous situation.When an age and a
positionarehigherandtheworkingterm islonger,turnoverintension
becomeslow.

3.Theorganizationalcommitmentismorethanaveragecomparing
toprevioussituationofISO 9001introduction.Itisdifferentamongthe
finaleducationalattainments,theposition,theworking term andthe
higherthpositionis,thehighertheorganizationalcommitmentis.It
hasbeenanalyzedintheview ofidentification,involvement,loyaltyand
theinvolvementhasgotahighermark.Intheview ofidentification,it
is different among the position and working hospitals,and the
involvementisdifferentamongtheposition,workingterm andhospitals.
In addition,the loyalty has the meaningfuldifference among the
workingterm andhospitals.

4.Therelated factorsaboutthechangeoforganizationalbehavior
have been analyzed.Atfirst,the clearpresentation ofpolicies and
visions,the grantofauthority and responsibility,the guarantee of
intra-communication,theparticipationofmembersandgenderhavean
effecton job satisfaction.Time pressure has been affected by the
ownershipstructureofhospital,hospitalpoliciesandvisions,thegran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intra-communication.Ages,the
ownership structure of hospital, hospital policies and visions,
intra-communicationandtheparticipationofmembershaveaneffecton
turnoverintention.

ThroughtheintroductionofISO 9001,theorganizationalbehaviorof
membersin medicalinstitutionshaschanged positively.Thatis,the
medicalinstitutionscanexpectthemedicalservicesofgoodquality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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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sitivechangeoforganizationalbehavior,especiallyjobsatisfaction
andorganizationalcommitment.Itisexpectedforthisstudytobea
referencematerialforthepositiverecognitionandintroductionofISO
9001,maintenanceandimprovementofmedicalinstitutions.Furthermore,
variousstudiesforISO 9001quality managementsystem should be
donethoroughly.

KKKeeeyyywwwooorrrdddsss:ISO9001,QMS,Organizational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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