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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최근 중소병원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변화와 병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다. 중소병원들의 겪고 있는 내, 외적 의료 환경변화와 경쟁은 결국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중심의 병원경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병

원경영의 궁극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병원의 성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서비스 질은 매우 중요하

며, 고객지향적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병원경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에 대상자의 특성, 병원

의 특성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내부서비스질의 요인을 측정하

여 각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300병상 미만의 서울지역에 위치한 5개의 중소병원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6개의 중소병원, 총 11개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직원 중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가진

이들을 최종대상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각 병원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배

포,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자기

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본 조사 전 서울 및 수도권의 병원 1개와 경기지

역의 1개 병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각각 4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조사

를 실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총 500부를 배포하여 331

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66.2%였다.

연구 결과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는 단변량 분석에서 연령, 결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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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병원위치, 병원설립방법, 설립기간, 직원의 총 병원근무기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직원의 총 병원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이 2년 미만인 직

원 보다 고객지향성이 높았으며, 서비스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고객지향성은

높았다.

내부서비스질의 요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은 각 요인 중 신뢰

성과 공감성이 영향을 미쳤다.

위의 결과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의

비전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보이며, 직원들의 내적 근

무환경 즉, 상위관리자의 고충이해, 따뜻한 배려, 애정어린 관심이 중요시 되어

야 한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고객지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병원의 비전과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보이며, 적절한 내적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주는 경영전략을 통해

직접적으로 병원 직원의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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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국내굴지의 대기업도 무너지는 것

이 현 상황이고 의료계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는 의료시장에 국

한된 변화도 있고 의료시장을 포함한 전체 경제체제에서 파급된 변화도 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의료보험 도입에 따라 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면서 병원 경

영이 어려워져왔다(유승흠, 2005). 그리고 최근 의료기관의 광고허용,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 병원식대 급여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 등 정부정책의 잦은 변화, 대

형병원의 신․증축, 확장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및 향후 의료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해 국내 병원들이 전반적인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부터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좀처럼 그 구조

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대한병원협회, 2008).

더욱이 국민소득의 증가로 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고급화되어가는 한

편 권리 주장이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병원의 비용지출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병원들은 수익 감소와 비용증가라는 이율배반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 난제들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 즉 병원 스스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증대시켜 병원의 경쟁력을 보유함으로

써 생존을 넘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시설 등 자원의 과잉공급과 신속한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추구하는 환자들의 건강의식 욕구증대의 변화로 종전의 의료전달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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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화

되지 못해 종별 상호협력 보완체계보다는 의료기관간 무한 경쟁방식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5).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의 수익구조

는 일반기업에 비해 의료수익 외에 뚜렷한 수익창출 수단이 많지 않다. 그나마

대형병원은 중소병원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고, 대규모의 장례식장

운영 등 의료외 수익이 있으며, 중소병원에 비해 선택 진료비, 5% 많은 종별 가

산율 등 추가적인 수익 수단을 갖고 있으며, 최근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

상’에 따라 병원경영 상황은 중소병원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중소병원들은 의료수익 외에는 수익창출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대상자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변화의

수준을 미리 예측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하며 의료이용대상자들의

욕구만족을 위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고객인 환자는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준을 정

하여 각 병원의 특징을 탐색한 후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의 의료에

대한 새로운 욕구와 불만을 분석․평가하여 기존의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병원경영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병원조직은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조직으로,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의 서비

스 질은 매우 중요하며, 고객지향적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서비스는 고객과 종업원간의 상호접촉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접점 직

원의 태도와 사고는 고객의 서비스 품질평가와 만족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체에 있어서 서비스는 고객과 접점에 있는 내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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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종업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업원

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서비스 질이 좋아지게 된다. 이는 계속해서 서비스에 대

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서비스기업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속성이 강한 의

료서비스에서 종업원이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조성해주고 종업

원이 고객 지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개발해주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만족 및 조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다(Rust 등, 199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소병원의 내부고객에게 제공되는 내부서비스의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내부서비스질을 요

인별로 분석하여 각 특성별 영향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며,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

치는 대상자 및 병원의 특성까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병원의 내부고객관리에 도움을 주고, 고객지향성을 통해 외

부고객을 만족시켜 결과적으로 병원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

우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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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특성, 병원의 특성들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내부서비스질의 요인을 측정하여 각 요인이 고객지

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내부서비스질, 고객지향성의 개념과 측정방법들을

확인하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측정방법을 분석한다.

둘째,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요인별 내부서비스 질과 대상자의 특성, 병원의 특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5 -

Ⅱ. 문헌 고찰

1. 내부서비스질

가. 개념

서비스산업의 경쟁적 환경에서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창출

해야 한다. 서비스질의 역할은 서비스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요

인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서비스질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 서비스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서비스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

와 만족수준은 구매의도와 기업의 성과측정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다(Iacobucci 등,1994).

일반적으로 서비스생산과 관련해서 기업내부에서 전개되는 제반 공정들의 질

이 어떠한지가 비용절감 혹은 이윤 창출 등과 같은 전반적인 서비스질 전략에

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Davis, 1991; Nagel 와 Cilliers, 1990).

여기에서 외부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이란 일반적으로 서비

스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공정들 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의존을 토

대로 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George, 1990). 즉, 모든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공정들은 다양한 내부서비스 기능들로 구성, 여기에서 나

쁜 내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외부고객에게 제공되는 최종적인 서비스가 손상

을 입게 된다. 실제로도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종업원들의 서비스 능력은 상당부

분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이나 부서들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받게 된

다(George 와 Grönroos, 1981). 때문에 종업원만족이 외부고객만족에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속에서, 종업원들에게 좋은 내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

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Kang 등, 2002).

의료서비스도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상호접촉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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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접점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은 고객의 서비스질평가와 만족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질병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객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고

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관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 완화 또는

제거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고객만족’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고객만족의 선순환 고리를 살펴보면 내부서비스 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다. 종업원인 내부고객이 만족하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외부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외부고객의

만족은 신규고객의 유치, 기존고객의 유지로 기업의 이익 증대,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등을 가져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부서비스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Heskett 과

Schlesinger(1997)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이며,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서로 대우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 질

을 태도로써 가장 잘 개념화할 수 있다는 Cronin과 Taylor(1992)의 주장과 일치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공받는 내부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내부서비스질을 명

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Parasuraman 등(1994)은 서비스

조직에서 직원의 행동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직원

들 자신들이 내부서비스의 고객이다. 즉, 내부서비스질은 외부서비스질에 영향

을 미치므로, 내부서비스질의 측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서비스전달시스템에서

직원의 경험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므로 관리자에게 식견을 제공한다. 직원의

조사는 서비스문제의 발생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셋째, 직원의 조사는 관리자에게 초기 경고시스템으로써 역할을 한다. 이

와 같은 내부서비스 질을 구명하기 위한 개념적 연구는 있어왔지만, 실증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Stanley 와 Wisn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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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및 측정방법

서비스질에 관한 연구는 Parasuraman 등(1985, 1988)이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

이후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Parasuraman 등(1988)의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모델인 SERVQUAL이 제기된 후

로 많은 서비스질 측정 모델의 등장과 비판이 있어 왔다. 서비스질이 마케팅관리

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반면, 서비스 기업 내 종업원들 사이의 서비스

질은 그다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매일 서비스전달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 기업 내 서비스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내부서비스질의 측정은 중요하며, 1990년 후반 들어 서비스

질의 확장된 개념인 내부서비스질 측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물

론, 내부서비스질의 측정이 모든 산업, 특히 서비스산업에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

초한 것이다.

Parasuraman 등이 1988년에 발표한 SERVQUAL의 다섯 가지 구성차원과 22

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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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차원 개념 및 구성요인

신뢰성

 믿을 수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약속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약속한 바와 같은 서비스 제공

  2) 고객서비스 문제처리의 의존 가능성

  3) 서비스를 올바르게 수행

  4)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 제공

  5) 과실 없는 기록유지

대응성

 고객을 돕고자 하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발성

  6) 서비스 수행시간에 대한 정보제공

  7)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8)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발성

  9)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

보증성

 직원들의 지식과 정중성 그리고 신뢰와 확신을 고부시킬 수 있는 능력

  10)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확신을 심어주는 직원

  11) 고객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직원

  12) 지속적으로 정중한 직원

  13) 고객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직원

공감성

 조직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와 개인적인 관심

  14) 고객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표명

  15) 고객을 배려하는 직원

  16) 고객의 최상의 이익을 진심으로 고려

  17)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 직원

  18)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

유형성

 물리적 시설, 장비, 직원들의 외양

  19) 최신장비

  20) 시각적 호감을 주는 시설

  21)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직원

  22) 가시적으로 호감을 주는 서비스관련 자료

<표 1> SERVQUAL의 개념 및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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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Parasuraman 등의 SERVQUAL을 지지했다. 한편,

Carman(1990)은 SERVQUAL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4가지 서비스산업인 타이어매

장, 대학취업보도실, 치과병원, 병원응급실의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Carman(1990)은 SERVQUAL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잘 정제되어 있지만, 이 항목이 모든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서

비스산업마다 상이한 측정도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내부서비스질은 서비스질의 확장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기에 내부서비스 질

을 측정하는 도구 또한 Prasuraman 등(1998)이 제안한 SERVQUA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SERVQUAL이 외부고객의 서비스 지각에 대한 측정으로 고안

되었지만 내부서비스 접점에서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SERVQUAL모형의 고안자인 Pararusaman(1998), Reynoso(1995)등의 여러 학자들

이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정기한 등(2006)의 연구에서는 INTERSERVQUAL

과 SERVQUAL 두 모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두 모델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서비스질에 대해 고객의 지각을 평가하는 결정요인의 차원의 구성이었

으며 SERVQUAL의 상대적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연구에서 SERVQUAL이 내부서비스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성공

적으로 사용되었다(Chaston, 1994; Evardsson, 1997). Kuei(2001)는 내부서비스질

은 무형적이기 때문에 무형의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ERVQUAL 모형이 유

용한 것임을 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였다. 또한 천용태(2009)의 연구

에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내부서비스질을 측정하여, 그 구성요인이 유형성, 신

뢰성, 대응성, 공감성, 복리후생으로 수렴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내부서비스질을 측정하였다. 측정도

구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 유형성, 보증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측정을 위한 응답척도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2 는 내부서비스질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 구성요인과 측정방법

들이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확장된 SEVQUAL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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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구대상 측정방법 구성요인

Chaston

(1994)

서비스기업과

국립병원 직원
SEVQUAL의 확장

직무를수행하는데있어중요한요인, 지식과이해의전달,

업무수행의범위, 업무를수행함에있어지켜야할기준에

적합한능력

Zornitsky

(1996)
보험회사 직원을 대상

varimax

factor

analysis

의사소통, 팀워크, 교육, 회사의운영, 장비, 목표, 정책과절차

Evardsson

(1997)

컴퓨터회사 직원을

대상
자체개발 공식이미지, 신뢰성, 책임성, 확신성, 감성과 공감성

Rafiq 와

Ahmed

(2000)

선행연구 SEVQUAL의 확장

고용주의 동기부여와 만족, 고객지향성과 만족,

상호기능적 일치와 통합, 일정하고 기능적인

전략 수행

Stanley 와

Wisner

(2001)

미국(NAPM)의

구매부서
SEVQUAL의 확장

타당한 보수, 내부고객의 요구에 대한 응답성,

내부고객의 요구의 변화에 대한 반응성, 결과에 대한

빠른 반응, 내부고객의 기대에 충족할수 있는 능력,

정보의 적시 전달, 정보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설명

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Stanley 와

Wisner

(2002)

미국(NAPM)의

구매부서
SEVQUAL의 확장

확신성, 신뢰성, 대응성, 적합성, 의사소통,

적시의 정보제공, 정보전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설명력, 결과에 대한 빠른 반응, 상품과 서비스의

질

이상환,

이재록

(1999)

금융권 직원을 대상 SEVQUAL 유형성, 대응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백수경

(2002)
병원 직원을 대상 자체개발

운영적 차원, 인사차원, 업무환경차원,

인간관계차원

김재열,

최경식

(2005)

병원 직원을 대상 선행연구 도구, 팀워크, 교육, 보상, 의사소통, 지원, 정책

천용태

(2009)
병원 직원을 대상 SEVQUAL의 확장 유형성, 대응성, 신뢰성, 공감성, 복리후생

<표 2> 내부서비스질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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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지향성

가. 개념

통상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대표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선 종업원과 접촉하

게 된다. Crosby 등(1990)은 기업의 판매원과 고객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에게 있어서 판매원은 곧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을 대

표하여 최일선(front line)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 종업원의 역할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판매원의 행위는 경쟁사들로부터 자사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종업원은 고객

지향성의 당사자인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기업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

업원들의 고객지향성은 기업의 고객지향성(즉, 시장지향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비스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임을 의미한다.

고객지향성은 시장지향성과 같이 마케팅 개념과 관련하여 정의되어 왔는데,

Kotler(1994)는 마케팅 개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로서 목표시장

의 필요와 욕구를 결정하고 경쟁자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만족을 제공하

는 것으로, 이러한 마케팅 개념의 구성개념 중 하나가 고객지향성이라고 지적하

였고 고객지향적인 사고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시각에서가 아닌 종업원의

시각에서 고객의 욕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성연(1999)은 고객만족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우선

적인 전제조건으로 정의하였으며, 고객지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객욕구의

이해, 역피라미드형 조직구조, 고객 불평의 관리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객지향성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보면, 시장지향성이 하나의 기업문화라고 한

다면, 고객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만족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고객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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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객의 보다 나은 가치를 이해․충족시키려는 종업원의 고객만족 문화로서,

기업이 표방하는 시장지향성의 수행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조직원이 고

객지향성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욕구를 이해해야 하고, 잘못된 서비스정보나 불

필요한 정보를 줄여줌과 동시에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고객불평을 소중한 정보로 취급하고,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빨

리 파악하고, 잘못된 소문으로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불평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고객과 제일선 직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구조가 선

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구성 및 측정방법

고객지향성의 실증연구로서는 Saxe와 Weitz(1982)의 연구가 선구적 연구이다. 이들

의 연구는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측정하는 SOCO(Selling Orientation-Customer

Orientation) 모형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객 만족 판매원 성과와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마케팅 컨셉 및 인간관계모형에 관한 문헌과 25명의 판매간부와

판매원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104개의 항목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24개의 문항을

고객지향성의 척도로 삼았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SOCO모형은 실증표본에 대하여 평균값이 7.75(8점 척도 기준)로 나타남으

로써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즉, 판매원의 자기평가(Self Report)로 인하여 응답자

분포가 심한 편향성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고객지향성이 높은 판매원과 낮은 판매원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판매원 고객지향성의 개념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측정

항목들이 고객지향적 판매원의 태도 및 행동적 특성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믿음이나

인식 등 고객지향 성향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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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정에서 거래적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고객지향적 판매에 요구되는 부가적 서비

스나 인간관계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SOCO모형에서는

판매원 고객지향성의 개념을 거래지향적 마케팅의 실천개념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고

객지향적 판매원의 행위적 특성만을 고려하고 관계론적인 시각에서 판매원의 가치관

이나 인식적 요인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을 6개로 제시하였는데 그 구성요인들 간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구성요인간의 중요도 및 차이도가 무시되고 있다. 이는 방법론상

의 문제점으로 Saxe 등(1982)은 사전적으로 구성요인을 규정하지 않고 문헌 및 면접

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를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요인간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판매

원의 고객지향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판단된다.

넷째로 판매원 고객지향성과 판매원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예측타당성 검증에 있어 결과

의 유의성이높지않으며, 양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변수들에 대한설명력또한 부족하다.

다섯째로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실무적 활용여부에 대

해서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유필만, 박대현과 곽영식(1996)은 SOCO모형을 개선,

확장하여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의 포괄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객지향지수 즉,

COIS측정지수(Customer Orientation Index of Salesperson)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고

객지향지수 COIS측정지수도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의 실제평가를 해야 할 고객의 의견

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고객을 대하는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데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완적인 수단으로 고객지향성을 고객만족의 관

점에서 정의하고 SERVQUAL모형을 사용하기도 한다(이상철,2005).

고객지향성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 간에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었듯이 고객지향성을

측정을 위해 사용했던 측정방법 또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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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1980)의 기대․성과 불일치 모델을 기초로 하여 서비스질의 다양한 측면

에 대한 고객만족을 위하여 Parasuraman 등(1988)이 개발한 SERVQUAL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평가순서나 척도 자체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로는 고객의 서비스 평가기준을 가장 잘 대변한 척도라 평가된다(Babakus 와

Boller, 1992).

SERVQUAL모형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서비스 산업

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고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SERVQUAL모형은 외부고객만족의 대상으로써 외부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질 측정뿐만 아니라 내부고객만족의 대상으로써 서비스 종업원들의 고객지향성

측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 SERVQUAL모형이 고객만족의 대상으로써 종업원 수

준의 고객지향성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서비스 인카운터에 있어서 서비스

종업원은 서비스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내부고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고

객의 직무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서비스 일선 종업원들

을 대면하는 외부고객에게 서비스를 훌륭하게 생산 및 전달하여 고객만족을 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에서 내부고객에게 제공하는 내부서비스질이 종업원의 고객지

향성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보고자하는 연구로서 기업조직문화 수준에서의

시장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SOCO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 구

매시 고객들이 인식하는 서비스질을 측정하는 SERVQUAL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SOCO모형의 항목들은 인적판매상황하에서의 거래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고, 고객지향적 판매에 요구되는 부가적 서비스나 고객배려 차원과 같은 인간

관계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성암, 2008).

박성연(2000)의 연구에서는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고객지향성)을 나타낼 수 있

는 서비스질의 결정요인 5개의 차원을 활용하였고, 김상철 등(200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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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가지 차원으로 고객지향성을 측정하였다. 천용태(2009)의 연구에서는 중소

병원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을 참조하여 SERVQUAL모형을 활용하였

다. 측정도구는 총 10개 항목이며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보증성, 대응성이 각

각 2문항씩 선정되었다. 측정을 위한 응답척도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반면 SERVQUAL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고객지향성은 여러 연구에서 구성요인별의 측정이 아닌 전체

적인 고객지향성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구성타당

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지향성을 이론변수로 설정

하는 요인별 접근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총합의 측정변수로 접근하여 분석하였

다.

다음 표 3 은 다양한 구성 및 측정방법으로 정리되는 고객지향성의 선행연구를 요

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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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구대상 주요변수 측정방법 연구결과

Hoffman

(1991)
의료 종사자를 대상

직무만족,

역할갈등,

역할불명확

SOCO

역할갈등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할

의 불명확은 역할갈등을 통해서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orunka

등

(2006)

미국과 호주의

조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

직무특성,

조직적 특성,

근로생활의 질,

TQM/NPM의도입

SOCO

직무특성, 조직적특성, 근로생활

의 질, TQM/NPM의 도입은 고

객지향성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Dennis

(2007)

의료기관 직원을

대상

HPWS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

선행연구

HPWS(목표설정, 의사소통, 권한,

조직력, 상사와의 신뢰감, 교육

등)는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0.74로 측정됨.

홍부길 등

(1994)
대기업 직원을 대상 직무만족 SOCO

직무만족(현재수행직무, 상급자

의 행동, 동료, 급여, 승진의 기

회)요인 중 급여를 제외한 나머

지 요인들이 고객지향성에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박대환

(1996)
호텔 직원을 대상

시장지향성,

조직 내 시민행동
COIS

시장지향성과 조직 내 시민행동

은 고객지향성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김상철

등(2002)

서울시내 종합병원

직원을 대상

직무만족,

서비스지향성
SERVQUAL

서비스지향성은 고객지향성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직

무만족은 유의하게 높았다.

오정석 등

(2004)

대한지적공사

직원을 대상

직무만족

(유형적 보상,

업무수행과정,

자율성)

SOCO

직무만족의 요인 중 업무수행과

정에서의 만족도가 고객지향성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정대

(2007)
호텔 직원을 대상 내부마케팅 선행연구

내부마케팅(의사소통, 교육 및

훈련, 복리후생제도, 권한위임제

도수준)은 직원의 고객지향성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천용태

(2009)
병원 직원을 대상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SERVQUAL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고객지향성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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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

Heskett 등(1994)의 Service-profit chain에서 설명하듯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은

고객만족으로 인한 고객의 충성도로 자극되어지고 이러한 고객만족은 직원의 직

무만족으로 인한 직원의 충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결과이며 직원의 직무만

족은 질 좋은 내부서비스질의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내부고객인 종업원의 직무만

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생산 및 거래 활동이 서비스 제공 종업원과 고객 간의 접

촉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더욱 강조된다.

강기두(2005)는 내부서비스질 측정을 위해 SERVQUAL을 확장한 ISQB 척도에 대하

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이

도구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도구라고 밝혔다. 타당성 검증과정에서 내부서비스질

의 요인인 신뢰성, 보증성, 유형성, 공감성, 반응성은 종업원 만족, 고객지향성과 유의

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다섯 개의 하위 개념들과 내부서비스질의 계층적 요인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예종석 등(1997)은 우리나라 기업의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고객만

족 경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고객지향

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의 관계, 사업성과 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객만족경영의 도입여부에 따라 고객지향성은 차이가 나타났고

둘째, 기업 내 조직특성 즉 최고경영자의 의미, 부서간의 협력, 보상시스템을 고

객지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기업 외부환경과 고객

지향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외부환경이 역동적 일수록 고객지향성은 낮아지며,

이질적이거나 적대적인 외부환경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창(1997)은 고객지향성을 고객만족의 선행조건이며 상호이익과 장기적 관계

구축이 기본개념으로 보았으며, 고객지향성이 높은 판매원은 고객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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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그림1 연구의 틀

이 연구에서는 중소병원의 내부고객에게 제공되는 내부서비스질을 요인별로 분

석하여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고객지향성

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 및 병원의 특성까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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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혹은 3차 진료기관과 차별된 개념으로 우

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300병상 미만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으로 분류하고 있

다. 조사대상으로는 300병상 미만의 서울지역에 위치한 5개의 중소병원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6개의 중소병원, 총 11개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환자에

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병원 중 서울 및 수도권의 병원 1개와 지방의 1개 병원을 무작위 추출

하여 각각 4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이 조사는 2009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30일에 걸쳐 병원에 직접 방

문하여 배포, 회수하거나 각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의뢰하여 설문지를 배포

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여 33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66.2%였다. 설문지는 사전조

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자기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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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ㆍ사회적 특성 및 병원관련 특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성, 연령, 가구월평균소득과 동일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 성격, 위치, 설립특성 등의 병원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병원관련 특성에는 직종, 현재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총 병

원근무기간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에서 연령, 가

구월평균소득은 빈도수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며, 가구월평균소득도 빈도수를 고려하

여 네 군으로 나누었다. 병원관련 특성에서 병원규모는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의 일반

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립기간, 현재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총 근무

기간, 서비스교육 여부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세 군으로 나누었다.

4. 분석방법

가. 주요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이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먼저 문항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우선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에 대한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여 내적일치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변수에 대한 전체 측정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는 수용할 만한 수준인

0.60이상으로 하였다. 개별항목 대 전체항목간 상관계수가 0.30 미만인 항목은 최

종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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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접근과 검정이 필요한 내부서비스질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결과를

거친 후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주항목 분석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

인분석과정에서 부적절한 항목으로 판정된 항목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새

롭게 생성된 요인을 확인한 후 다시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나. 주요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정

우선적으로 대상자 및 병원의 특성과 주요변수인 내부서비스질, 고객지향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다음 단계로 이들 변수들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내부서비스질의 각 요인과 고객지

향성과의 관련성은 상관성 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이러한 단변량 분석을 통해 고

객지향성과의 관련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일차적으로 관련성이 확인된 변수들과 내부서비스질의 각 요인이 고객지향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시 단변량 분석에서 확인된 변수들과 기준 문헌고찰을 통해 유의성이

예측된 변수들을 종합하여, 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 변수선택

을 위해 Stepwise 방법과 cp 통계량을 확인하였으며, 선택된 다중회귀모형의 정

규분표와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부서비스질의

각 요인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인자값(Factor Score)을 사

용하였다. 위의 분석은 SAS 9.2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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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문항수
개별항목 대 전체항목간 

상관계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내부서비스질 5 0.5073 - 0.7121 0.9187

고객지향성 10 0.5127 - 0.7475 0.9027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주요변수의 신뢰도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이론 변수인 내부서비스질과, 측정변수

인 고객지향성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일치도를 구하였다. ‘내

부서비스질’을 측정하기 위한 5개의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9187로 기준으

로 삼았던 0.60보다 높았다. ‘고객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10개의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 역시 0.9027로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개별항목 대

전체항목간 상관계수는 모두 0.3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4>.

탐색적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새롭게 확정된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별 내부서비스질의 내적일치도를 다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내부서

비스질의 구성요인인 신뢰성의 3문항, 공감성의 3문항, 대응성의 2문항, 유형성

의 2문항, 복리후생의 3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60보다 높았으며, 개

별항목 대 전체항목간 상관계수도 모두 0.3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

었다<표 5>.

<표 4> 내부서비스질, 고객지향성의 내적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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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이론변수)
 문항수 개별항목 대 전체항목간 상관계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내부

서비스질

신뢰성 3 0.6022 - 0.7383 0.8071

공감성 3 0.6090 - 0.7665 0.8280

대응성 2 0.7447 0.8537

유형성 2 0.5983 0.7487

복리후생 3 0.6138 - 0.6280 0.7831

<표 5> 내부서비스질 구성요인의 내적일치도

나. 주요변수의 타당도

내부서비스질은 이론변수로 구성요인을 측정하여 접근이 이루어지므로 신뢰

도 분석을 거친 후 우선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정하였

다. 요인적재값(현저히 낮은 항목 제거)과 고유치값, 분산설명력을 비교한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 신뢰성은 본래의 3 문항(정책의 일관성, 비전의 명확성, 목표

의 명확성)으로 수렴되었으며, 공감성도 상위관리자의 고충이해, 따뜻한 배려,

관심의 3 문항이 유지되었다. 반면 대응성은 원래의 3개의 문항에서 업무지원

대응, 직무고충처리 대응의 2개의 문항으로, 유형성도 근무환경, 최신장비의 2

문항으로 수렴되었다. 보증성의 3 문항 중 급여(상여금)의 측정변수를 제외한

칭찬・격려와 전문적 지식, 기술의 문항은 어떠한 요인으로도 수렴하지 못하였

다. 유형성으로 수렴하지 못한 휴게공간과 보증성으로 수렴하지 못한 급여(상여

금) 항목 그리고 대응성에서 제외된 후생복지요구에 대한 대응 문항은 내부서비

스질의 구성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요인구분은 천용태(2009)의 연구결과

와 같은 것으로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으로써 복리후생으로 명시하는데 타당

하였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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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내 용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 비전의 명확성, 목표의 명확성

공감성 상위관리자의 고충이해, 따뜻한 배려, 관심

대응성 업무지원 대응, 직무고충처리 대응

유형성 근무환경, 최신장비

복리후생 휴게공간, 급여(상여금), 후생복지요구

<표 6>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

2. 대상자의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여성이 223명(67.99%)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사분위수

범위로 분류한 연령은 25세 이상~30세미만(39.73%)이 가장 많았으며 35세미만

(17.12%)이 가장 적었다. 직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은 200만원이상~400만원이

하가 가장 많았으며(42.68%),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70명(84.64)으로 가장 많

았다. 직원의 근무하는 병원관련 특성으로는 150병상 이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75명(52.87%)로 가장 많았고,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83명(55.29%)로 가

장 많았다. 근무하는 병원의 지역은 서울이 223명(6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

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08명(32.63%)이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서 근무하는 직원이 231명(69.79%)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관련 변수를 보면 간호

사․간호조무사가 127명(24.91%)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9명(3.04%)으로 가장 설문

참여율이 낮았다. 사분위수 범위로 분류한 근무경력으로는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하가 146명(49.32%), 총 병원근무기간이 5년 이

상이 108명(37.50%)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서비스교육 여부

는 1~2회 이상이 84명(34.0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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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
N=331

변수 분류
빈도 %

Mean ± SD

인

구

사

회

적

특

성

성 남자 105 32.01

여자 223 67.99

연령(세) 25미만

25이상-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

54
116
72
50

18.49
39.73
24.66
17.12

29.56 ± 6.20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30 9.40

대학교졸업 270 84.64

대학원이상 19 5.96

결혼 상태 기혼 26 48.59

미혼       105 51.41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200미만 26 10.57

200이상-400미만 105 42.68

500이상-600미만 69 28.05

600이상 46 18.70

407.72 ± 221.41

병

원

관

련

특

성

병원규모(병상수) 150미만 156 47.13

150이상 175 52.87

병원특성 일반병원 183 55.29

특수병원 96 29.00

요양병원 52 15.71

병원위치 서울 223 67.37

경기 108 32.63

병원설립 개인 231 69.79

법인 74 22.36

시립 26 7.85

병원설립기간(년) 5미만 176 53.17

5이상 155 46.83

직종 의사 9 3.04

간호사/간호조무사 127 42.91

의료기술직 85 28.72

원무 40 13.51

일반사무 35 11.82

현재병원근무기간(개월) -12미만 66 22.30

12이상-36미만 146 49.32

30이상 84 28.38

60.16 ± 55.93

총병원근무기간(개월) -24미만 74 25.69

24이상-60미만 106 36.81

60이상 108 37.50

43.86 ± 196.64

서비스 교육여부(회) 0 36 14.57

1-2 84 34.01

3-4 59 23.89

5이상 68 27.53

40.29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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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의 특성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 중 신뢰성이 총점 15점 만점에 평균10.04(± 2.13)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응성이 5.93(± 1.64)점으로 가장 낮았다. 100점을 기준으

로 환산하여 보면, 복리후생이 53.7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신뢰성이 65.30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점수는 고객지향성이 총점 50점 만점에 36.02(± 5.10)점이었다. 내부서비

스질의 평균은 65점 만점에 40.29점(± 7.76)이었다. 이들을 환산값으로 비교해보

면 100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부서비스질이 61.53점으로 낮았고, 고객지향

성이 72.00으로 가장 높았다<표 8>.

<표 8>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의 특성

변수 평균 ± 표준편차 최대값/총점 최소값 환산점
(100점 기준)

내부서비스질 40.29 ± 7.76 65.00 13.00 61.53

신뢰성 10.04 ± 2.13 15.00 3.00 65.30

공감성 9.77 ± 2.14 15.00 3.00 63.80

대응성 5.93 ± 1.64 10.00 2.00 59.80

유형성 6.51 ± 1.54 10.00 2.00 63.20

복리후생 8.03 ± 2.33 15.00 3.00 53.73

고객지향성 36.02 ± 5.10 50.00 22.00 72.00

N=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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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과의 상관성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인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 복리후생, 유형성은 모두 고객지향성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을 보였다.

<표 9>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과의 상관분석

내부서비스질 고객지향성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 복리후생 유형성

내

부

서

비

스

질

신뢰성 1.00000

공감성 0.59524 1.00000

<.0001

대응성 0.52682 0.62509 1.00000

<.0001 <.0001

복리
후생

0.42193 0.43936 0.44911 1.00000

<.0001 <.0001 <.0001

유형성 0.49562 0.54738 0.59598 0.49912 1.00000

<.0001 <.0001 <.0001 <.0001

고객

지향

성

0.28718 0.36235 0.27253 0.21320 0.17297 1.00000

<.0001 <.0001 <.0001 0.0001 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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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인구 사회적 특성, 병원관련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의 차이

인구 사회적 특성으로 고객지향성을 연령별로 보면 35세 이상이 38.42(±4.46)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기혼인 집단

이 고객지향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병원관련 특성별로 고객지향성을 보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객지향성이

36.67(±5.17) 으로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법인으로 설립된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의 고객지향성이 37.78(±3.74)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병원설립기간이 짧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았

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까지 총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지향성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서비스 교육여부는 교육을 받은 횟수

가 일정부분 증가할수록 높아지다 5회 이상 부터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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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병원관련 특성과 고객지향성
N=331 

변수 분류
고객지향성

t 혹은 F 값 유의수준
평균 ± 표준편차

인 구

사 회

적

특성

성 남자 36.25 ± 5.11

여자 35.93 ± 5.13 0.52 0.60

연령(세) 25
미만

53.79 ± 5.08

25이상-30미만 34.88 ± 4.90

30이상-35미만 36.09 ± 4.81

35이상 38.42 ± 4.46 6.16 0.0005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36.40 ± 5.03

대학교졸업 35.86 ± 5.17

대학원이상 37.11 ± 4.56 0.60 0.5488

결혼상태 기혼 37.25 ± 5.10

미혼       35.42 ± 5.04 3.03 0.0027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200미만 34.34 ± 5.06

200이상-400미만 36.30 ± 4.60

500이상-600미만 36.55 ± 5.25

600
이상

37.06 ± 5.62 1.71 0.1660

병원 

관련 

특성

병원규모(병상수) 150미만 35.93 ± 5.12

150이상 36.11 ± 5.09 -0.31 0.7569

병원특성 일반병원 35.87 ± 4.92

특수병원 35.90 ± 5.63

요양병원 36.78 ± 4.68 0.66 0.5156

병원위치 서울 36.67 ± 5.17

경기 34.68 ± 4.71 3.34 0.0007

병원설립 개인 35.21 ± 5.35

법인 37.78 ± 3.94

시립 38.36 ± 3.69 10.14 <.0001

병원설립기간(년) 5미만 36.70 ± 4.99

5이상 35.27 ± 5.13 2.55 0.0113

직 종 의사 35.77 ± 6.01

간호사․간호조무사 35.95 ± 5.69

의료기술직 36.15 ± 4.86

원무 35.82 ± 4.71

일반사무 36.05 ± 4.69 0.04 0.9973

현 병원근무기간(개월) -12미만 35.83 ± 5.22

12이상-36미만 35.68 ± 4.84

30이상 37.00 ± 4.86 1.98 0.1403

총 병원근무기간(개월) -24미만 35.31 ± 4.74

24이상-60미만 35.46 ± 4.92

60이상 37.21 ± 4.93 4.63 0.0150

서비스교육 여부(회) 0 34.19 ± 5.31

1-2 35.48 ± 4.50

3-4 37.67 ± 4.73

5이상 36.34 ± 4.29 4.84 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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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확인된 연

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월평균소득과 기존 문헌에서 유의한 요인이었던 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병원관련 특성 중 단변량 분석을 통해 병원설립특성과 병

원위치, 현재 병원근무기간, 총 병원근무기간, 서비스교육 여부의 유의성이 확인되

었으며 기존문헌에서 유의한 요인이었던 직종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들 모든 변

수는 Stepwise 분석과 cp통계량 확인과정을 거쳐 검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잔차분석을

통해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모형 I, II, III을 도출하여 단

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모형 I은 인구 사회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모형 I에 병원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모형 II를 결정하였다. 모형 III은 내부서비스질의 요인까지 모

두 포함한 모형으로 최종 관련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 <표 11>는 각 모

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인구 사회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한 모형 I에서 연령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모형 자체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으며(3.5%), 통계학적으로

도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II에서는 병원 특성 중 병원 규모와 병원 위치, 서비

스교육 여부가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12.46%였다. 최종 분석 모형인 모형 III에서 인구・사회적 특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병원관련 특성을 보면 직원의 총 병원근무기간이 길수록

양(+)의 방향으로 고객지향성이 변화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병

원에서 받은 서비스교육의 경우 0회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3~4회 교육을 받은

집단의 고객지향성이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내부서비스질의 요인 중에서는 신뢰성, 공감성만이 양(+)의 방향으로 고객지향

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마지막 모형의 설명력은 21.95% 이었으며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였다.



- 31 -

모형1 모형2 모형3

변수 분류 회귀계수(t 
값) 유의수준 회귀계수(t 

값) 유의수준 회귀계수(t 
값) 유의수준

상수 35.82124(17.57) <.0001 30.37825(7.26) <.0001 27.39(6.31) <.0001

인

구

사

회

적

특

성

성 남자(준거)

여자 0.97121(1.32) 0.1898 -0.88040(-1.10) 0.2710 -0.40855(-0.54) 0.5933

연령(세) 25미만 -2.29229(-1.52) 0.1291 1.04083(0.63) 0.5326 0.22174(0.14) 0.8913

25이상-30미만
-3.14499(-2.44) 0.0153 -1.05838(-0.80) 0.4269 -173992(-1.34) 0.1837

30이상-35미만 -1.72955(-1.53) 0.1277 -0.84285(-0.74) 0.4575 -0.99230(-0.90) 0.3684

35이상(준거)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1.32460(0.74) 0.4572 2.31230(0.55) 0.2188 1.55968(0.86) 0.3906

대학교졸업 0.46550(0.35) 0.7243 0.70970(0.34) 0.5816 0.21806(0.18) 0.8590

대학원이상(준거)

결혼 상태 기혼(준거)

미혼       -0.54659(-0.60) 0.5523 0.32071(-0.81) 0.7319 1.12436(1.24) 0.2167

가구월평균소득(만원) -200미만(준거)

200이상-400미만 1.28711(1.08) 0.2823 -1.04898(-0.81) 0.4191 -0.31731(-0.25) 0.7997

500이상-600미만
1.27893(1.01) 0.3157 0.47210(0.36)  0.7203 0.87538(0.69) 0.4918

600이상 1.99113(1.47) 0.1441 -0.10928(-0.08)  0.9389 0.65961(0.48) 0.6322

병

원

관

련

 

특

성

병원규모(병상수) 150미만(준거)

150이상 3.48613(2.21) 0.0284 2.96025(1.83) 0.0686

병원특성 일반병원(준거)

특수병원 0.35759(0.29) 0.7733 1.11034(0.87) 0.3865

요양병원 2.81099(1.37) 0.1714 2.29533(1.15) 0.2539

병원위치 서울(준거)

경기 -3.16764(-2.51) 0.0130 -1.56502(-1.21) 0.2278

병원설립 개인(준거)

법인 2.18213(1.95)  0.0526 1.44667(1.31) 0.1906

시립 -2.36504(-0.96) 0.3386 -1.40659(-0.57) 0.5721

병원설립기간(년) 5미만(준거)

5이상
1.01028(0.95)  0.3424 1.17436(1.14) 0.2578

현 병원근무기간(개월) -12미만(준거)

12이상-36미만
-0.83139(-0.84) 0.4001 -6.5334(-0.69) 0.49

30이상 -0.95577(-0.74) 0.4632 -0.72381(-0.57) 0.5669

총 병원근무기간(개월) -24미만(준거)

24이상-60미만 0.24989(0.23)  0.8163 1.04414(1.00) 0.3185

60이상
2.13950(1.70) 0.0904 2.41396(2.01) 0.0459

서비스교육 여부(회) 0(준거)

1-2 2.84126(2.51) 0.0132 2.11913(1.93) 0.0551

3-4 4.76099(3.69) 0.0003 3.71027(2.97) 0.0035

5이상
3.00940(2.31) 0.0219 2.15197(1.71) 0.0898

내부

서비

스

질

신뢰성 1.19114(3.18) 0.0018

공감성 1.16473(3.49) 0.0006

대응성 0.58391(1.74) 0.0844

유형성 0.11799(0.34) 0.7362

복리후생 -0.31013(-0.83) 0.4067

F 값 1.82 0.0580 2.10 0.0035 2.79 <.0001

R2 0.0775 0.2376 0.3418

Adj.R2 0.0350 0.1246 0.2195

<표 11>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의 관련성  

N=331

a : Model1 - 인구・사회적특성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b : Model1 - 인구・사회적특성, 병원관련특성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c : Model1 - 인구・사회적특성, 병원관련특성 및 내부서비스질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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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이 연구는 우리나라 300병상 미만의 서울지역에 위치한 5개의 중소병원과 경

기지역에 위치한 6개의 중소병원, 총 11개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환자

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조

사대상 직원에게 제공하는 내부서비스질의 각각의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내부서비스질 구성요인 외에 대상자의 특성과 병원관

련 특성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고객지향성을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단변량 분석결과 25세 미만이 고객지향

성이 가장 높았으며 25세 이상 30대 이하가 가장 낮았다. 결혼여부에 따른 고객지향

성은 결혼을 한 집단이 미혼인 집단보다 고객지향성이 높았으며 이는 Tasi(2006)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병원특성 별로 고객지향성을 보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객지향성이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고객지향성이 높았다. 또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직

원의 고객지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법인병원이 높았으며 개인이 운영하

는 병원의 고객지향성이 가장 낮았다. Taner 등(2006)의 연구에서 공공병원은 개인

병원보다 고객지향성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그리고 병원의 설립기간이 5년 미만인 병원의 고객지향성이 5년 이상인 병원보다

고객지향성이 높았다. 직원의 총 병원근무기간 역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5

년 이상인 집단이 고객지향성이 높았다.

서비스교육 여부에 따른 고객지향성은 교육을 받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역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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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지향성은 높아졌다.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형 III의 분석 결과 직원의 총 병원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

인 직원이 2년 미만인 직원 보다 고객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고객지향성은 높아졌다. 이는 Benjamin(2000), Korunka 등(2006)의

연구에서 TQM, NPM과 같은 조직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Tasi(2008)의 연구에서 서비스교육

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내부서비스질의 요인 중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고객지향성은 올라갔다. 이는

Daniel 등(1999), Korunka(2006), Dennis(2007), Tasi(2008)의 연구에서 조직의 목표

설정과 확실한 비전, 조직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력이 높을수록 고객지향

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공감성이 높아질수록 고객지향성은 올라갔는데 이는 Korunka(2006),

Dennis, 최정(2007)의 연구에서 상위관리자의 고충이해, 따뜻한 배려, 애정 어린

관심, 즉 직원의 내적인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

하지만 내부서비스질의 요소인 대응성, 유형성, 복리후생은 고객지향성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복리후생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과 같은 내부마케팅 활동보다는 동기부여가 내부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지

향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 김성혁(2008), Tasi(2008)의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대응성, 유형성, 복리후생 역시 고객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요

인 즉 서비스교육,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직원에게 동기부여

를 줄 수 있는 목표, 비전과 같은 간접적인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34 -

2.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지역에 위치한 5개의 중소병원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6개의 중소병원, 총 11개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대표성 확보에 한계점이 있

으나 비교적 짧은 연구기간과 중소병원협회와의 협조 문제 등으로 확률표집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가능한 다수의 중소병원에 협조 요청을 하

여 11개의 중소병원을 확보하였다. 전체 표본수는 331명으로 표본크기 확보를

위해 몇 몇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배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부서비스질의 대표적인 측정방법에는 내부서비스질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INTSERVQUAL와 INTQUAL, 그리고 확장된 SERVQUAL 등이 있으며, 특히 서비

스질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내부서비스질의 측정까지 확장된 SERVQUAL은 다른

측정도구와의 비교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정기한, 2007). 중소병원을 대

상으로 한 천용태(2009)의 연구에서 SERVQUAL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증명되었다.

이에 PZB의 SERVQUAL의 다섯 가지 구성요인인 신뢰성, 공감성, 대응성, 유형성,

보증성을 사용하여 내부서비스질을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

되며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보증성, 대응성에 대한 질문이 각각 3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들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연구를 시

행한 천용태(2009)의 질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고객지향성의 측정방법 중 흔히 SOCO모형이 많이 활용되나 이 모형은 기업

조직문화 수준에서의 시장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고객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해 SERVQUAL모형

을 사용하였다. 이는 SOCO모형의 항목들은 인적판매상황하에서의 거래적인 부

분만을 강조하고 있고, 고객지향적 판매에 요구되는 부가적 서비스나 고객배려

차원과 같은 인간관계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성암, 2008).

박성연(2000)의 연구에서는 직원의 서비스 지향성(고객지향성)을 나타낼 수 있

는 서비스질의 결정요인 5개의 차원을 활용하였고, 김상철 등(200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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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가지 차원으로 고객지향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이

들의 모형을 참조하여 선정․재구성한 SERVQUAL모형을 활용한 천용태(2009)

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0개 항목이며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보증성, 대응성이 각각 2문항씩 선정되었다.

SERVQUAL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고객지향성은 여러 연구에서 구성요인별의 측

정이 아닌 전체적인 고객지향성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구성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지향성을 이론변수로 설

정하는 요인별 접근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총합의 측정변수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내부서비스질과 병원관련 특성, 그리고 일반적 특성으

로 고객지향성을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orunka 등(2006)의 연

구에서는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연구에서 조사한 내부서비스질

의 요인과 다른 직무에 대한 특성, 조직의 특성, 그리고 업무환경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Darby 등(1999)의 연구에서는 역할모호와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Tasi 등(2006)은 내부서비스질과 조

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 다른 여러 연구에서 내부서비스질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역시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흥부길(1994), 김상철(2002), 오정석(2004), 천용태(2009)).

이렇게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비록 이 연구에서 모형

의 설명력이 21.95%로 나왔으나, 고객지향성은 내부서비스질 하나의 요인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력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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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와의 비교결과 내부서비스질의 요인을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이 3.5%,

12.46%, 21.95%로 증가하는 바 내부서비스질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도 다른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

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oseph(1996)은 내

부서비스의 구성요인으로 1. 내부고객의 소리를 경청. 2. 임파워먼트. 3. 고객접점라

인에 상사직원을 배치. 4. 병원내부 직업 간의 장벽제거. 5. 공식적, 비공식적인 커뮤

니케이션. 6. 업무에 대한 보상. 7. 진급기회의 확대. 8. 부서의 직원채용 시 해당 부

서 직원의 참여 등을 보았으며, 구정대(2007)의 연구 또한 의사소통, 교육 및 훈련,

복리후생제도, 권한위임제도수준을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이렇게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들을 이론변수로 하여 전체 내부서비스질에 대

한 고찰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병원을 대상으

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으므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연구방법 상 고객지향성은 전체 점수를 측정변수로 하여 이들의 구성요인에 대해

서는 묵과하였다. 즉, 내부서비스질의 각 요인이 고객지향성의 요인 중 어떤 것에 영

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또 다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문도구에 대한 폭 넓은 고찰과 전문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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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내부서비스질의 요인이

직원의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내부서비스질

의 요인인 신뢰성, 공감성이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내부서

비스질의 향상을 위해 병원의 비전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배려와 관심

을 보이며, 직원들의 내적 근무환경 즉, 상위관리자의 고충이해, 따뜻한 배려, 관

심 또한 중요시 되어야 한다.

위의 결과들은 내부서비스질을 구성하는 요인과 각각을 측정하는 방법과 고객

지향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문헌고찰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고 특히 내부서비스질의 구성요인

과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정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서비스질의 주요 요인을 찾아 고객지향

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

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내부서비스질과 고객지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병원의 환경에 적합한 구성요인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의 결과

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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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의 고 객 지 향 성 에  관 한  설 문     
안녕하십니까?

병원 직원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

답해주시는 내용은 병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중한 자료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의견은 전산 처리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써 사용될 뿐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 록

설 문 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연 구 자 : 김 성 호

지도교수 : 유 승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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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시는 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시는 바대로 해당란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의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1 2 3 4 5

2
우리 병원은 직원들에게 조직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1 2 3 4 5

3
우리 병원에서는 한번 정립된 정책은 변동 없이 

일관되게 추진된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의 상위관리자는 직원에게 애정어린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다.
1 2 3 4 5

2
우리 병원의 상위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제공해 준다.
1 2 3 4 5

3
우리 병원의 상위관리자는 직원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은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고충처리를 위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준다.
1 2 3 4 5

2
우리 병원은 직원의 업무지원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 

(시설, 업무시스템, 업무과정 및 절차)
1 2 3 4 5

3
우리 병원은 직원의 후생복지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교육, 복지시설, 휴식공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은 능력에 상응하는 급여(보너스 포함)를 

확실하게 제공해 준다.
1 2 3 4 5

2
우리 병원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3
우리 병원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제공해 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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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신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2
우리 병원은 직원이 근무하기에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1 2 3 4 5

3
우리 병원은 직원이 휴식하기 위한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 다음은 고객서비스지향성을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시는 바대로 해당란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객을 대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에 신경을 쓰며 

단정히 한다.
1 2 3 4 5

2

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으며 고객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한다.

1 2 3 4 5

3
나는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
1 2 3 4 5

4
나는 고객이 한 번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5 나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6
나는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7 나는 고객에게 확신을 준다. 1 2 3 4 5

8
나는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9 나는 고객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는다. 1 2 3 4 5

10
나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말하기 전에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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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l 성  별   

         � 남자         ‚ 여자

 

 l 연  령     

               만 _______ 세 (또는) 19 ______ 생

 l 직  종

     � 의사     ‚ 간호사     ƒ 간호조무사

     „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 원무(수납, 차트 등)   † 일반사무직    ‡ 기타(          )

                                                                  

 l 현재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_______ 년  ______ 개월        

 l 총 병원 근무기간 (타 병원 근무기간 포함 )   _______ 년  ______ 개월

 l 병원에서 서비스교육(친절, 고객응대 교육 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 병원 포함)    

       � 예 ( _____ 회)         ‚ 아니요

 

 l 결혼 유무  

       � 유         ‚ 무

 l 귀하의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면 월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 200만원-299만원이하         ‚ 300만원-399만원이하

       ƒ 400만원-499만원이하         „ 500만원-599만원이하

       … 600만원 이상                 † 기타 (          만원)

 l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ƒ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학교 졸업

       … 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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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n Customers Orient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Kim, Sung H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u, Seung Hum M.D., Dr.P.H.)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today face fierce competition in a very

rapidly changing medical world. In fact, a recent study shows 10% of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nationwide went bankrupt in 2008. Consequently,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re compelled to adopt a customer-centered

business model that provides high quality service.

These difficulties faced by the hospitals have created a need for a

business concept with emphasis on customer satisfaction that would yield a

competitive edge over competition,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nal customer

has become a precondition for maintaining the edge. Customer facing

employees for 11 medium sized hospitals based in Seoul and Kyunggi area

(5 in Seoul, 6 in Kyunggi) with less than 300 beds were select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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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b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0 to April 8, 2009 by

either visiting the hospitals or distributing the questionnaire to the hospital

employees. A total of 500 questionnaire copies were distributed and 331

copies (66.2%) were returned.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through a

preliminary study, and each participant was required to fill out one copy.

Prior to the study, 2 hospitals were randomly selected each from Seoul and

outside of Seoul, and 40 employees from these hospitals were survey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mployees with over 5 years of hospital

experience have a tendency to possess more customer orientation than those with

less than 2 years of hospital experience. Employees who have had more service

training also showed a tendency to possess more Customers Orientation.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was to find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internal

service, and credibility and empathy proved to have a larg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internal service.

The results above are a clear indication that to raise the level of Customers

Orientation, the hospital must demonstrate clear objectives and vision to its

employees, while also demonstrating pro-employee behavior and consideration.

These are essential components in creating a better work environment in which

superiors ar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e for the employees, and are a key to

achieving a higher level of Customer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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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providing clear objectives and vision, pro-employee behavior

and consideration, and an appropriate internal work environment is a key for

achieving a higher level of Customers Orientation.

Furthermore, a business model that enforces necessary service training is

another effective way of raising the level of Customers Ori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