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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참으로 바쁘게 지낸 세월이었습니다.걱정과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2년 반의 과
정이 어느 덧 끝나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기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자신감을 다시 찾게 해 준 의미있고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힘들
고 벅찬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긴 과정을 함께 한 동기들과 생
활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의숙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이끌어주신 이태화 교수님,정확한 연구
의 방향과 방법을 지도해주신 김희순 교수님,그리고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주신
조은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과정동안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신 김인자 간호부장님,지칠때마다 격려
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희 팀장님,그리고 여러 팀장님들,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어
주신 동료 수간호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간호부 식구들,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힘이 되어준 우리 외래 간호사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가까이서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져 준 지수와 논문정리에 도움을 준 은숙이
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친정어머니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늘 옆에서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한결 같은 외조를 해
준 남편 유동엽씨와 바쁜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며 힘이 되어 준 우리 든든한 딸
현혜와 밝고 의젓하게 잘 자라주는 형준이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7월
진 은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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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간간호호호사사사가가가 인인인지지지하하하는는는 내내내부부부마마마케케케팅팅팅정정정도도도와와와 직직직장장장애애애착착착이이이 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지향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임상 간호사 25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4월 14일부
터 4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시하였다.자료분석은 SPSSWindow 11.5
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t-test,ANOVA,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점수는 총 140점 만점에 80.56점으로 보통 수준
이었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커뮤니케이션이 3.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기부여 2.99점,보상체계 2.85점,복지제도 2.84점,시장조사 2.81점,종사원 관리
이념 2.75점,교육훈련 2.74점,근무환경 2.52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2.간호사의 직장애착 점수는 총 60점 만점에 38.8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났다. 문항별 점수를 보면 “현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
울 것이다”항목의 평균이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발적으
로 이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항목이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간호사의 고객지향성 점수는 총 70점 만점에 49.8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고객지향성 평균점수는 총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유형성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신뢰
성 3.61점,공감성 3.53점,반응성 3.46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4.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r=.486,p=.000)및고객지향성(r=.386, p=.000)간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애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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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성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84,p=.000)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개인적 성향은 고객지향성(r=.267,p=.000)과 직장애착(r=.214,
p=.0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
는 작았다.또한,개인적 성향이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은 직위(t=7.772,p=.000),총 임상경력
(t=1.488,p=.005),현 병원 경력(t=1.121,p=.010),월 급여(t=.656,p=.019),근무부서
(F=7.141,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종교,성별,결혼유
무,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일반적특성과 고객지
향성과의 관계는 직위에서 수간호사이상(p=.000),총 임상경력은 5년이상 근무자
(p=.005),현 병원 임상경력도 5년이상 근무자(p=.01),월 급여는 250만원이상
(p=.019),근무부서는 외래 및 기타부서(p=.001)에서 고객지향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
과,고객지향성에 설명력이 있는 영향요인은 내부마케팅 인지정도(t=4.319,p=.000),
직장애착(t=2.723,p=.007),개인적성향(t=2.460,p=.015)으로 나타났으며 총 23.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지향성과 높
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간호사들을 충분히 동기부여시키고 고객지향적인 직원으
로 만들기 위해서는,병원의 내부마케팅 활동을 강화시켜 직원의 직장애착을 높이
면 외부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핵심되는 말:내부마케팅,직장애착,고객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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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우리나라 병원들은 소비자 욕구의 변화,의료기관간의 경쟁력 심화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병원조직들은 생존경쟁
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
다.이와 같이 병원 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고객의 가치관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경쟁력 있는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 병원 경영진의 새로운 관리적 사
고와 강력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이러한 변화는 바로 조직 내부의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용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려는 최근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
며,타 병원과 경쟁우위의 의료서비스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장금성과 최자윤,1997). 의료기관의 경쟁력은 고객이 이용한 서비스
에 대한 만족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즉,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고객만
족과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사고
인 고객지향적 사고를 극대화시키는 활동이 요구된다.
고객지향성이란 서비스조직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행

위를 그 자신보다는 고객의 욕구와 요구에 따라 행하는 것이 고객지향성의 개념
(Saxe&Weitz,1982)이며,이러한 고객지향적 행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고
객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도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의 행동적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Morrison,1996).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흔히 외부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마케팅의 개념

으로 생각해 왔지만 외부고객의 만족은 내부고객의 진실한 서비스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며,외부고객 못지 않게 내부고객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부마
케팅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강보화,2002).내부마케팅이란,조직구성원을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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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또는 일차적 시장으로 보고,그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여,
서비스 정신과 고객 지향적 사고를 심어주는 마케팅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보영,
2002).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기업과 서비스업종
은 고객지향을 중심으로 마케팅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중에서도 유능한 종사원
을 채용,관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고객의 동기부여가 내부마
케팅의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삼균,2001).특히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가장 큰 단일 집단으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마케팅은 병원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차선경,2000).고객의 접점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태도는 간호
서비스 품질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간호조직의 내부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전달
자인 간호사의 직무동기와 직무만족,조직몰입을 유도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병원경영에 기
여하는 중요 요인으로 강조 된다(오숙희,2004).
내부마케팅의 선행연구로는 주로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도,조직몰입과의 관계

를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차선경,2000;김민주,2004;오숙희,2004).차선경
(2000)의 연구에서는 간호조직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고,김민주(2004)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이 인
지하는 내부마케팅 요인과 직무만족도와의 모든 영역에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오숙희(2004)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
부마케팅은 직무만족,조직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병원의 경우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내부고객인 직원들이 자기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야 한
다는 점에서 직장애착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직장애착 또는 조직애착은 근로자
가 자기 직장에 대해 가지는 애정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조직에 대한
소극적인 충성심 이상의 것이며,조직구성원들이 조직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는 것과 같은 것이다(이상곤 등,1999).병원의 가장 큰 집단구성원인 간호사들의
높은 직장애착도는 조직성과에 기여하게 되고 병원경영에 도움을 주는 주요한 요
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국내의 직장애착에 관한 연구는 병원조직 구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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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직장애착도를 조사한 연구(서영준,1995;이상곤 등,1999)와 군병원 간
호장교를 대상으로 조직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김은희 외,
2001)에서 직무만족은 직장애착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부마케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로는 최정,하나선(2007)

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r=0.14,p=.000). 그러나 간호사가 지각한
내부마케팅 활동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는 연구는 극
히 소수였다(최정,하나선,2007).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의 정도와 직장애착이 고

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병원관리자들이 간호사의 조직성과를 증진시
키기 위한 정책 수립시 고객지향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인지하는 병원의 내부마케팅과 직장애착이 고객지
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간호사가 인지하는 병원의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 및 고객지향성의 정
도를 파악한다.
2)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파

악한다.
3)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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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내내내부부부마마마케케케팅팅팅

이론적 정의:내부마케팅은 고객에게 잘 봉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조직 구성원
을 성공적으로 고용하고 훈련시키며,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활동이다
(Kotler,1996).

  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는 민승희(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토대로 김
민주(2004)가 수정,보완 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간호사가 인지
하는 내부마케팅은 시장조사,동기부여,근무환경,커뮤니케이션,보상체계,교육훈
련,복지제도,종사원 관리이념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내부마케팅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직직직장장장애애애착착착

이론적 정의:직장애착은 조직애착과 같은 의미로 조직구성원이 자기가 속해있
는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관여하며 그 조직에 에너지와 충성심을 바치려는
조직구성원의 의향을 의미한다(Staw,1977).

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는 서영준(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토대로 최
원숙(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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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

이론적 정의:서비스 조직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행위
를 그 자신보다는 고객의 욕구와 요구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Saxe&Weitz,1982).

조작적 정의:본 연구에서는 조금자(2006)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내내내부부부마마마케케케팅팅팅

 마케팅이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환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제품,서비스의 개념화,가격 설정,촉진,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AMA,1985),Kolter(1991)는 서비스 기업이 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외부마케팅,
내부마케팅,상호작용마케팅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외부마케팅은 기업이 고객에
대해 행하는 마케팅 믹스의 최적조합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마케팅을 의미하며,
내부마케팅은 종업원을 내부고객으로 보고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고객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지는 마케팅 활동이라 볼 수 있다.또한 상호작용마케팅
이란 종업원과 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말한다(김성혁,1991).
내부마케팅의 정의는 Berry(1984)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내부고객으로서

종업원이 내부제품으로써 직무를 생각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
는 것이라 하였다.즉 내부마케팅의 강조점은 고객으로서 종사원,상품으로서의 직
무에 있다고 보고 그들의 내부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내부상품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Kotler(1996)는 내부마케팅을 고객에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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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조직 구성원을 성공적으로 고용하고 훈련시키며,효과적
으로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으며,Hales와 Mecrate(1994)는 내
부마케팅을 고객중심의 내부마케팅과 종사원 중심의 내부마케팅으로 나누어 보았
다.고객중심의 내부마케팅은 모든 종사원,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종사원들이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part time
marke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종사원 중심의 내부마케팅은
종사원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조직과 그 조직내에서의
역할을 ‘구매’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종사원들에게 마케팅이나 촉진을 실시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모든 종사원이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여 몰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이유재(1995)는 기업내부의 종업원을
최초의 고객 또는 일차적 시장으로 보고 그들에게 서비스 마음이나 고객 지향적
사고를 심어주는 또 다른 형태의 마케팅활동이라고 하였고,이화인(2000)은 고객
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들에게도 자신이 몸담은 기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보다 높은 기업 충성도를 갖고 직무에 임하게 하는 활
동이라 하였다.
Berry와 Parasuraman(1991)은 내부마케팅의 목표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마케팅의 의지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기업을 위해
진정한 고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언급하였고,내부마케팅의 구성요소로
서 유능한 종업원의 확보,기업 비젼의 제공,종업원 교육,팀웍에 의한 귀속의식
부여,권한 위임과 자유도,평가와 보상,종업원 직무만족도 조사 등의 7가지를 제
시하였다.또한 박치민(1996)의 연구에서는 근로조건,조직분위기,일에 대한 애착,
자아실현 가능성,조직 내 인간관계,교육훈련,재정적 지원 등을 내부고객 만족요
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김흥범(1998)은 호텔의 내부마케팅 변수에 관한 요인분
석을 통해 지원적 조직풍토 및 종사원의 자유재량권과 공정한 인사평가,복지후생
을 포함한 근무조건,교육훈련,내부 커뮤니케이션,대고객 상황처리능력과 같이 5
가지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희천(1997)과 차선경(2000)의 연구에서는 의사소
통,복지후생,교육훈련을 내부마케팅 요인으로 보고하였고,백수경(2001)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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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내부고객만족 결정요인을 운영,인사,업무환경,인간관계의 네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김민주(2004)는 시장조사,동기부여,근무환
경,복지제도,커뮤니케이션,보상체계,교육훈련,종사원 관리이념을 내부마케팅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성혁(2000)은 내부마케팅의 목적으로 종업원이 충분히 동기부여되고 고객지향

적인 접객요원으로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기업의 내부마케팅을 위한 실행
요소는 적성에 맞고 재능을 갖춘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내부마케팅 실행에서 종
업원들이 그들의 직장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비젼을 제공해주는 것,
서비스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
팀 플레이를 훈련시키고 성공의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익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것,표준화된 작업매뉴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유재량
권을 부여하는 것,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작
업능력을 강화시키는 것,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먼저 직무제품
을 판매하는 종업원을 내부고객으로 대하고 제품디자인 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이희천,1997).
김성혁(1989)은 내부마케팅의 활동내용을 시장조사와 시장 세분화 전략,연동근

무제와 카페테리아식 후생제,목표관리와 커뮤니케이션,성숙도 관리와 캐리어 플
레인으로 제시하였다.이 활동을 통하여 종업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내부시
장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며,개인생활 안정과 충실을 통한 여유있는 생활을 갖
게 되어 결론적으로는 기업측의 이익을 가져다주며 종업원의 동기부여,교육 및
기업의 의사전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 유능한 인재의 활용에 유익하게 한다는 것
이다. 이유재(1995)는 내부마케팅 활동을 교육훈련,경영지원 및 내부커뮤니케이
션,내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지원,인사관리,외부커뮤니케이션,시장세분화,
정서적 노동의 관리,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부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커뮤니케이션,판매,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
며 종업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종업원 애착을 높이며 종업원의 훈련을 통해 고객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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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2002)은 내부마케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채용,교육훈련,동기부여 등과
같은 비 금전적 보상과 임금,복리후생과 같은 금전적 보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활동은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구체적으로 종업원의 업무수행
결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종업원의 행동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마케팅의 활동으로
생각되는 외부마케팅이 실행되고 이는 고객만족으로 이어지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서비스 조직의 목표는 고객만족이며,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

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마케팅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고
객만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희천,1997).특히 내부마케팅의 개념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이 서비스 전달자의 인간적 행위나 태도에 의해 크게 좌
우되므로 고객만족 이전에 구성원의 만족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출된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의료기관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활발

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객욕구의 변화,의료기관 간의 경쟁의 심화 등으
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이 더해 감에 따라 의료기관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이 필수적인 경영관리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과 더불
어 대두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내부마케팅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최초의 고객 또
는 일차적인 시장으로 보고 그들에게 서비스 정신이나 고객지향적 사고를 심어주
는 것을 말한다.외부고객인 환자들의 만족은 내부고객인 종사자들이 보다 충실하
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외부고객을 대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백수경,2001).
그러므로 병원 내부마케팅의 목표는 의료기관에 최적의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
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직문화를 적절히 개발,유지해 나가는 것이다.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오랜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내부마케팅을 위해서는 의
료기관 경영진들의 비전을 가진 장기목표가 필요하고,내부고객들을 고객 지향적
이고 서비스 지향적이 되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단기목표가 필요하겠다(백수경,
2001).
의료서비스 내부마케팅의 대상은 크게 의료직과 행정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료직은 진료를 위해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직원들로 의사,간호사,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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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내부마케팅의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직은
직접 진료에 참가하지 않지만 의료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일반 행정직 및 기타
관리직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서비스 생산과 제공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외부고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고객이므로 중요한 내
부마케팅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병원 내부마케팅을 위해서는 일차적시
장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만족을 통해서 한 단계 앞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로 인해 외부고객의 만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고객을 유치
하여 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병원의 내부마케팅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로는 의료직의 직무만족이

환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Weisman외,1993)제시하였고,의료기관 종사자의
만족도 중에서 간호사의 만족도가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기관에 관한 애호도에 높
은 상관관계가 있다고(Atkins외,1996)하였으며,국내에서도 대학병원 종사자들
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백수
경,2001;조경숙 외,1999).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로는
김민주(2004)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요인과 직무만족도와의
모든 영역에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영역별로 동기부여가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커뮤니케이션,복지,종사원 관리이념,교육훈련,근
무환경,보상체계는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시장조사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모든 영역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오숙희(2004)의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부마케팅은 직무만족,조직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차선경(2000)의 연구에서도 간호조직
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고,김병호(2002)의 호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부마케팅은 종
사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내부마케팅 활동이 높아지면 직무만족도
도 그에 따라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내부마케팅과 간호생산성과의 관계
를 검증한 연구로는 하나선,박효미(2007)의 연구로 간호사가 지각한 내부마케팅
과 간호업무수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내
부마케팅의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근무환경,휴가 및 휴직제도,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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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 간호업무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두은영(2004)
의 연구에서는 내부마케팅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역 상관관계가 있고,간호업무
수행과 간호생산성과 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병원에서의 외부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외부마케팅은 고객과의 접점

부서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내부마케팅이 선행되어야 함이 필수라 하
겠다.

222...직직직장장장애애애착착착

직장애착은 조직애착과 같은 의미로 조직구성원이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과 동
일시하고 조직에 관여하며,그 조직에 에너지와 충성심을 바치려는 조직구성원의
의향을 의미한다(Staw,1977). 이상곤 등(1999)은 직장애착도란 ‘유능한 구성원을
계속 조직 안에 머무르게 하고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소극
적인 충성심 이상의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직장애착도에 관한 연구로는 최근의 것을 찾기 힘들었으며,그 중 직장애착 정

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직장애착도가 조직효과성의
유용한 예측치가 된다는 것을 밝혔으며(Steers,1977),이러한 발견들은 조직이론
과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직장
애착도가 직장인의 결근율 및 이직율과 역 상관관계를 가지며(Allenetal,1990),
업무성과와는 정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wdayetal,1974;
Jauchetal,1978). 실제로 결근율,이직율,업무성과 등 일련의 조직행위들은
조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로 인식되고 있으며,또한 조직구성
원들이 자기직장에 대해 가지는 애착도가 자기직무에 대해 느끼는 직무만족도 보
다 이러한 조직행위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조
직경영상 중요한 관심사항인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조직연구에 있어 직
장애착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Mowdayetal,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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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직장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 기업체나 학교,군대 등을 중심으로
제한 된 독립변수들만을 선정하여 직장애착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논문이 대부분
인데,연구 결과를 보면 직무의 자율성,다양성,명료성 등 직무특성변수(job
characteristics)와 승진기회,임금,전문성 등의 변수가 직장애착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황영호,1987). 최상열(2002)의 농협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직장애착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직
무만족도가 높은 직원일수록 직장애착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애착도를 조사한 연구(서영준,1995;이상곤

등,1999)와 군병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조직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 연구(김은희 외,2001)에서 직무만족은 직장애착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보였으
며,일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김정희,1997)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직의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최원숙(2003)의 국립대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장애착도가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데 큰 영향이 있는 것(설명력:59.1%)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애착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Mowday(1982)등은 직장애착도는 한 개인

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느냐 하는 정도를 가
리키는 말로 직장애착도를 “첫째,조직목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착,둘째,조직
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셋째,조직 구성원으로 존속하려는 강한 욕망 ”
이 세 요소로 정의하였다.또한 직장애착도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감성적 애착,계
산적 애착,규범적 애착의 세 차원으로 분류된다(Meyer,1987).
감성적 애착은 직장인이 자기 자신을 조직과 일체화 시키고 그 조직의 구성원

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Meyeretal,1987),계산적 애착은 한 개
인이 조직을 떠날 경우 얻게 되는 이익과 그 동안 조직에 투자한 물질적,정신적
노력의 손실정도를 평가하여 손실이 더 큰 경우 조직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Becker,1960).규범적 애착은 조직의 목표에 부응하여 일하는 것
은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Wiener,1982).
본 연구에서의 직장애착도는 감성적 애착에 초점을 두었으며,직장애착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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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이 직장과 자기자신을 일체화 시키고 애정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갖는 정
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33...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

고객지향성이란 서비스 조직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행
위를 그 자신보다는 고객의 욕구와 요구에 따라 행하는 것이 고객지향성의 개념
이다(Saxe& Weitz,1982).높은 고객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는 고
객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 행동하고,그러한 고객지향적 행동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직과 고객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도하기 때문에 고객지향은 성과의
행동적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Morrison,1996).
호텔직원 및 홈쇼핑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은정(2004),강현주(2005)의 연구

에서는 내부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및 역할 명확성,임파워먼트,근무환경 및 휴
가,보상제도,교육훈련 제도는 고객지향성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종사원 의견수렴,연동근무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강두식
(2004)의 의료기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비스지향성이 의료기관 종
업원의 고객지향성과 직무만족,그리고 서비스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이 확인 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정,하나선(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지각한 내부

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내부마케팅의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의사소통,휴가 및 휴직제도,교육훈련,근무환경과 고객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내부마케팅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주로 호텔기업이나 홈쇼핑 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
어왔고,간호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고객을 직접 접하
는 간호사의 고객지향적 태도와 행동은 간호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고 고객의 서
비스 만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박성연,1999),간호사가 지각한 내
부마케팅 활동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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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고객지향성이란 기업이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며 기업활동을 행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고객의 관점에서 인지되고 고객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고객 지향적 사고는 기업이 시장에
서 활동하는 소비자,경쟁자,유통업자,공급자와 같은 외부고객에 대해 시장 정보
를 획득하고 이를 기업의 전 부서에 확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소비자
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장 지향적 사고의 세부적인 개념으로 고
객뿐 만 아니라 경쟁자에 대한 개념까지 다루는 시장 지향성과는 달리 최종 소비
자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Saxe와 Weitz,1982).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고객지향성에 관한 이전의 연구는 고객과 기업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최전방을 의미하는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에서 고객지향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업차원에서 마케팅 개념
의 실천은 시장지향성이고 개인차원은 고객지향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다(Siguaw etal,1994). 즉,마케팅 개념을 수행하는 집행수단이 기업차원에서
조명될 경우 고객지향성이 시장지향성과 유사하게 다루어 질수 있고,개인적인 차
원에서는 고객지향성이 판매원에 초점을 두어 다루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구축은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욕구에 관심

을 갖고 고객에게 정확하고 관련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등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높은 고객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을 보이고 이와 같은 고객지향적 행동은 서
비스 제공기업과 고객사이의 장기적 관계 구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최경
식과 김재열,2005).본 연구에서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제공시 조직원의 태도와 행
동이라고 정의하고,조직원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행동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조금자(2006)의 척도를 참고하여 신뢰성,반응성,유형성,공감
성 등의 4영역에 대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신뢰성은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중심으로 보았고 ,반응성은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태도와 행동,유형성은 외형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조직원의 태도와 행동,공감성은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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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용의 용이성 등을 높이려는 조직원의 의지를 중심으로 보았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의 정도와 직무만족과는

순 상관관계가 있고(차선경,2000;오숙희,2004;김민주,2004),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직장애착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열,2002;최원숙,2003).또한,간호사
가 지각한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은 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최정,
하나선,2007),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연
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의 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병원의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지향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73명
을 편의추출하였으며,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중 근무경력
1년 이상이며,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간호
사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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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내부마케팅 인지정도 측정도
구,직장애착 측정도구,고객지향성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관련 특성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성별,학력,결혼상태,종교 등 5개 문항,

근무관련 특성으로 병동에서의 직위,근무부서,근무기간,임금 등 4개 문항 총 9
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② 개인적 성향
개인적 성향 측정도구는 권명화(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있는지,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는지,기분이 들쑥날쑥한지,인생은 위대한 모험인지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그
렇다’4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고,8문항 중 부정문
항에 대해서는 역산처리하였다.권명화(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alpha.74이
었으며,본 연구에서 Cronbach'salpha는 .74이었다.

222)))내내내부부부마마마케케케팅팅팅 인인인지지지정정정도도도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민승희(2002)가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호텔 종사원의 내부마케팅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김민주(200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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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도구는 직원들의 요구나 만족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 1문항,병원의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7문항,병원의 근무환경 2문항,병원에서의 동료와 상사,타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5문항,병원의 보상체계 2문항,병원 내부에서 직원을 위한
교육훈련 5문항,복지제도 4문항,병원 종사원을 중시하는 종사원 관리이념 2문항
으로 8개 하부영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
다’2점,‘보통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총점 범위는 28-140점이며,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내부마케팅 인지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alpha는 .79이었고,김민주
(2004)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 .93이었으며,본 연구에서 Cronbach'salpha
는 .93이었다.

333)))직직직장장장애애애착착착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서영준(2001)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최원숙(2003)이 국립대병원 직원을 대상
으로 직장애착 결정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병원이 일할만한 좋은 곳인지,병원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지,병

원의 종사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지,병원에 오래 남아있을 계획인지 등의
직원들의 직장애착을 파악하기 위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전혀 그렇지 않다’
1점,‘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총점범위는 12-60점으로,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애착
이 높음을 의미하며,12문항 중 부정문항에 대해서는 역산 처리하였다.최원숙
(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444)))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조금자(2006)가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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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고객지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성 4문항,반응성 3문항,유형성

3문항,공감성 4문항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
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총점범위는 14-70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조금자(2006)연구에서 Cronbach'salpha.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alpha는 .92이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기간은 2008.4.14.~4.23.까지 10일간 이었으며,자료수집방법은 연
구자가 연구대상병원의 간호부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각 부서별
간호팀장,수간호사를 만나 설명하고,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배부된 질
문지는 총 273부였고,그 중 269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5%이었으며,회수된
질문지 중 대상기준에 부적합한 질문지 6부,대상자 응답이 불완전한 질문지 6부
등,12부를 제외하고,최종 257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자료분석은 SPSSWindow 11.5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 및 고객지향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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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로 분석하였다.
3)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및고객지향성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의 차이를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5)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인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표1),근무관련 특성(표2),개인적 성
향(표3)은 다음과 같다.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가 99.2%,남자 0.8%
이며 평균연령은 30.6세로서 25-29세가 39.3%로 가장 많았고,35세 이상 26.5%,
30-34세 21.7%,24세 미만 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61.9%
이며,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51.4%로 가장 많았고 대졸 35.0%로 나타났다.종교
는 없는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31.1%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근
무관련 특성으로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2.5%로 가장 많았으며,책임간호사 9.7%,
수간호사 이상 7.8%로 나타났다.근무부서는 일반 병동이 55.3%,수술실과 중환자
실이 28.8%,외래 및 기타 16.0%의 순서로 나타났고,총 임상경력은 5년 이상이
61.5%,현 병원에서의 임상경력은 5년 이상이 56.4% 이었으며,월 급여는 250만원
미만이 57.6%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개인적 성향 점수는 총 40점 만점에 24.88점
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문항별 점수를 보면 “나는 하루종일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날들이 있다”항목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거의
매일 같이 있다”의 항목이 2.7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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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57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2 0.8

여자 255 99.2

나이 24세 미만 32 12.5

25-29세 101 39.3

30-34세 56 21.7

35세 이상 68 26.5

결혼 미혼 159 61.9

기혼 98 38.1

최종학력 전문대졸 132 51.4

대졸 90 35.0

대학원재학이상 35 13.6

종교 기독교 80 31.1

천주교 25 9.7

불교 35 13.6

무교 112 43.6

기타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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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대상자의 근무관련 특성 n=257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직위 일반간호사 212 82.5

책임간호사 25 9.7

수간호사 이상 20 7.8

근무부서 일반병동 142 55.3

수술실,중환자실 74 28.8

외래 및 기타 41 16.0

총 임상 경력 1-5년 미만 99 38.5

5년 이상 158 61.5

현 병원 경력 1-5년 미만 112 43.6

5년 이상 145 56.4

월 급여 250만원 미만 148 57.6

250만원 이상 109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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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대상자의 개인적 성향 -문항별 n=257

*는 역산처리 문항임.

222...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내내내부부부마마마케케케팅팅팅 인인인지지지정정정도도도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점수는 총 140점 만점에 80.56점으로 보통 기준
점수 84점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각 영역별 평균평점을 비교해보았을때,커뮤니케이션이 3.10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동기부여 2.99점,보상체계 2.85점,복지제도 2.84점,시장조사 2.81점,종
사원 관리이념 2.75점,교육훈련 2.74점,근무환경 2.52점의 순서로 나타났다(표4).
내부마케팅 문항별 내부마케팅 인지정도를 보면 동기부여 영역에서 “우리 병원

은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이 주어진다”항목의 평균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병원은 내가 일하는 동안 자기성취를 느끼게 해준다”항목이 2.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근무환경 영역에서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있다”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1.나는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 3.17 .60

2.나는 대개 내 생활을 활기차게 할 방도를 찾아낸다. 3.33 .68

3.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거의 매일 같이 있다. 2.79 .66

4.내게 있어서 인생은 위대한 모험이다. 3.07 .74

*5.나는 종종 사소한 일로 인해 짜증을 낸다. 2.91 .76

*6.종종 나는 기분이 들쑥날쑥한다. 2.97 .84

*7.때때로 조그만 좌절로 인해 지나치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2.96 .84

*8.나는 하루종일 내내 안절부절못하는 날들이 있다. 3.64 .79

총 점 24.8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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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2.14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복지제도 영역에서 “우리병원은 근무시
설(환경)이 잘 되어있다”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우리병원은 공정
하고 투명한 인사고과 및 적절한 승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2.63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우리병원은 지시,연락사항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가 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우리병원은 부서간에 업
무와 관련된 정보 및 의사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2.96점으로 가장 낮은 점
수로 나타났다. 보상체계 영역에서 “우리병원은 모범사원제도나 포상제도가 많
다”가 3.01점으로 나타났고,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우리병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우리병원
은 어학교육의 기회가 많다”가 2.08점으로 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
다.종사원 관리이념영역에서는 “우리병원은 고객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2.91점,“우리병원은 직원을 병원 외부고객처럼 병원의 내부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2.58점으로 나타났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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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영역별 n=257

 

하위영역 범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평점

시장조사 1-5 2.81 .78 2.81

동기부여 7-35 20.95 3.13 2.99

근무환경 2-10 5.04 1.29 2.52

복지제도 4-20 11.35 2.16 2.84

커뮤니케이션 5-25 15.53 2.65 3.11

보상체계 2-10 5.70 1.18 2.85

교육훈련 5-25 13.68 2.72 2.74

종사원 관리이념 2-10 5.50 1.46 2.75

전 체 28-140 80.56 12.13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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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내부마케팅 인지정도 -문항별 n=257

영역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시장조사
1.우리병원은 직원들의 욕구나 만족을 파악하
기 위해서 직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81 .78

동기부여
3.우리 병원은 내가 일하는 동안 자기성취를
느끼게 해준다.

2.74 .59

4.우리 병원은 내가 하는 업무에 자율성과 권
한을 주고 있다.

2.88 .63

5.우리 병원은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2.81 .66

6.우리 병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이 주어
진다.

3.71 .73

7.우리 병원은 현재의 직무에 안정감을 준다. 2.96 .71

8.우리 병원은 주요정책이나 방침이 공정하다. 2.81 .75

9.우리 병원은 직원의 경력 향상을 위해 계획
하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3.01 .76

근무환경 11.우리 병원은 휴가,휴직제도가 잘 되어있다. 2.89 .83

26.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있다. 2.14 .76

복지제도
2.우리 병원은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로 직원들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76 .72

10.우리 병원은 근무시설(환경)이 잘 되어있다. 3.2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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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내부마케팅 인지정도 -문항별 n=257

영역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복지제도
12.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급여수준이
적정하다.

2.69 .71

18.우리 병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고과 및
적절한 승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2.63 .83

커뮤니
케이션

13.우리 병원은 새로운 움직임,방침이 잘 전
달된다.

3.03 .66

14.우리 병원은 지시,연락사항이 신속,정확하
게 전달된다. 3.23 .69

15.우리 병원은 부서간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의사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6 .71

16.우리 병원은 병원을 상대로 한 개선점이나
제안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잘 되어
있다.

3.18 .72

17.우리 병원은 동료들과 상사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3.10 .64

보상체계
19.우리 병원은 직무관련하여 성과급제도가 잘
되어있다.

2.69 .70

20.우리 병원은 모범사원제도나 포상제도가 많
다.

3.01 .69

교육훈련
21.우리 병원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
회를 부여하고 있다.

3.0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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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내부마케팅 인지정도 -문항별 n=257

333...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직직직장장장애애애착착착

  간호사의 직장애착 점수는 총 60점 만점에 38.87점으로 보통 기준점수 36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를 보면 “현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
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항목의 평균이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나는 이 병원의
미래에 별로 관심이 없다”항목이 3.48점,“내가 이 병원의 종사자라는 것을 남들
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의 항목이 3.36점,“나는 이 병원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계획이다”항목이 3.32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발적
으로 이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항목이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6).

영역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교육훈련
22.우리 병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많
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6 .71

23.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병원의 서비
스 교육이 많이 있다.

3.03 .71

24.우리 병원은 어학교육의 기회가 많다. 2.08 .76

25.우리 병원은 국내.외 연수 기회가 많다. 2.19 .80

종사원
관리이념

27.우리 병원은 고객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91 .82

28.우리 병원은 직원을 병원 외부고객처럼 병
원의 내부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다.

2.5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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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직장애착 점수 -문항별 n=257

 *는 역산처리 문항임.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1.나는 이 병원이 일할 만한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3.30 .61

2.나는 내가 다른 직장에 가지 않고 이곳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19 .66

*3.나는 이 병원의 미래에 별로 관심이 없다. 3.48 .72

4.이 병원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들 중 아주 좋은 직
장의 하나이다.

3.23 .67

5.내가 이 병원의 종사자라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3.36 .63

*6.나는 이 병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3.09 .78

*7.나는 이 병원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계획이다. 3.32 .80

8.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발적으로 이 병원을 떠나지 않겠
다.

2.63 .80

9.나는 이 병원에 가능한 한 오래 남아 있을 계획이다. 2.78 .78

*10.현재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3.45 .66

*11.현 직장 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울 것이
다.

3.47 .63

*12.현 직장 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3.52 .66

총 점 38.87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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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
  

  간호사의 고객지향성 점수는 총 70점 만점에 49.81점으로 보통 기준점수 42점보
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각 영역별 평균은 신뢰성이 20점 만점에 14.46점,반
응성이 15점 만점에 10.38점,유형성은 15점 만점에 10.86점,공감성이 20점 만점에
14.11점으로 나타났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유형성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신뢰성 3.61점,공감성 3.53점,반응성 3.46점의 순서로 나타났다(표7).
고객지향성 문항별 점수를 보면 “나는 환자의 진료절차 및 치료과정에 대해 최

대한 설명을 해준다”항목의 평균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나는 환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한다”“나는 항상 환자를 정중하게 맞이한다”“나
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궁금한 사항들에 정직하게 잘 대답해준다”“나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준다”등의 항목이 높은 순서로 나타났
으며,“나는 환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항목
의 평균이 3.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8).

<표7> 고객지향성 점수 -영역별 n=257

 

하위영역 범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평점

신뢰성 4-20 14.46 1.96 3.61

반응성 3-15 10.38 1.54 3.46

유형성 3-15 10.86 1.41 3.62

공감성 4-20 14.11 2.02 3.53

전체 14-70 49.81 5.9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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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고객지향성 점수 -문항별 n=257

영역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신뢰성
1.나는 환자의 진료절차 및 치료과정에 대해
최대한 설명을 해준다.

3.69 .59

2.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궁금한 사항들에
정직하게 잘 대답해준다. 3.63 .62

3.나는 환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다.

3.44 .60

4.나는 환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려
고 노력한다.

3.68 .58

반응성
5.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원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3.42 .63

6.나는 환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3.34 .67

7.나는 환자의 불만사항을 성의있게 듣고 신속
하게 처리해 준다.

3.60 .59

유형성 8.나는 병원환경을 청결히 유지한다. 3.62 .57

9.나는 항상 환자들이 진료받기에 편안한 환경
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3.57 .56

10.나는 항상 환자를 정중하게 맞이한다. 3.65 .59

공감성
11.나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따뜻하고 편
안하게 대해준다.

3.62 .60

12.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도
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3.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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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고객지향성 점수 -문항별 n=257

555...내내내부부부마마마케케케팅팅팅 인인인지지지정정정도도도와와와 직직직장장장애애애착착착 및및및 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r=.486,p=.000)및 고객지향성(r=.386,p=.000)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애착
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84,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 성향은 고객지향성(r=.267,p=.000)과 직장애착(r=.214,
p=.0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
는 작았다.또한,개인적 성향이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9).

<표9>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고객지향성의 관계 n=257

영역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공감성
13.나는 환자의 이해를 이끌어 내며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편이다.

3.52 .64

14.나는 환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
각한다.

3.38 .79

내부마케팅
인지정도

직장애착 고객지향성 개인적성향

직장애착 .486(p=.000)

고객지향성 .386(p=.000) .384(p=.000)

개인적성향 .112(p=.074) .214(p=.001) .267(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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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고객지향성은 직위(t=7.772,p=.000),총 임상경력(t=1.488,p=.005),현 병원 경력
(t=1.121,p=.010),월 급여(t=.656,p=.019),근무부서(F=7.141,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종교,성별,결혼유무,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는 직위에서 수
간호사이상(p=.000),총 임상경력은 5년 이상 근무자(p=.005),현 병원 임상경력도
5년 이상 근무자(p=.01),월 급여는 250만원 이상(p=.019),근무부서는 외래 및 기
타부서(p=.001)에서 고객지향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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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의 차이 n=257

특성 구 분 평균평점 표준편차 Fort p값

성별 여자 3.56 .43 3.936 .048

남자 2.96 .25

결혼 미혼 3.52 .40 .213 .098

기혼 3.61 .46

학력 전문대졸 3.52 .42 1.334 .265

대졸 3.59 .43

대학원 재학이상 3.62 .44

종교 없음 3.50 .41 .071 .070

있음 3.60 .44

직위 일반간호사 3.54 .43 7.772 .000

수간호사 이상 3.83 .21

총 임상 경력 1-5년 미만 3.46 .44 1.488 .005

5년 이상 3.62 .41

현 병원 경력 1-5년 미만 3.48 .44 1.121 .010

5년 이상 3.62 .41

월 급여 250만원 미만 3.50 .41 .656 .019

250만원 이상 3.63 .44

근무부서 일반병동 3.55 .45 7.141 .001

외래 및 기타 3.76 .38

수술실,중환자실 3.4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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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고고고객객객지지지향향향성성성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고
객지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직위,총 임상경력,현 병원경력,월 급여,근무부
서와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직장애착,개인적 성향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고객
지향성에 대해 총 23.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표11).고객지향성에 설명력
이 있는 영향요인은 내부마케팅 인지정도(t=4.319,p=.000),직장애착(t=2.723,
p=.007),개인적 성향(t=2.460,p=.015)으로 나타났다(표12).

<표11>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대한 설명력 n=257

 

독립변수:직위,총 임상경력,현 병원경력,월급여,근무부서,내부마케팅인지정도,
직장애착,개인적 성향

종속변수:고객지향성

Model R RSquare AdjustedRSquare p

1 .512 .262 .23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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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간호사의 고객지향성 영향요인 n=257

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지향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및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
이 고객지향성에 대해 총 23.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내부마케팅 인지정도가 직장애착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86,p=.000)가 있음
을 보였으며,또한 내부마케팅 인지정도(r=.386,p=.000)와 직장애착(r=.384,p=.000)
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부마케팅 인지정도는 본 연구에서 총 140점 만점에 80.56점으로 보통수준 이

Model B 표준오차 Beta t sig

constant 24.075 3.419 7.042 .000

직위 1.782 1.340 .080 1.330 .185

총 임상경력 .921 1.594 .075 .578 .564

현 병원경력 .368 1.588 .031 .232 .817

월 급여 -.240 .817 -.020 -.294 .769

근무부서 1.617 .973 .099 1.661 .098

내부마케팅
인지정도

.134 .031 .272 4.319 .000

직장애착 .201 .074 .177 2.723 .007

개인적성향 .243 .099 .144 2.46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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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커뮤니케이션이 3.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동
기부여 2.99점,보상체계 2.85점,복지제도 2.84점,시장조사 2.81점,종사원 관리이
념 2.75점,교육훈련 2.74점,근무환경 2.52점의 순서로 나타났다.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은 것은 차선경(2000),김민주(2004)연구에서의 동기부여가 높은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최정,하나선(2007)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김민주
(2004)의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부속병원이었고,최정,하나선(2007)의 연
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인 것이 같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볼 수 있었다.이는 간호사들의 상호작용과 유
기적 관계는 모두 의사소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커뮤니케이
션이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간호조직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
여 최근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
는 추세라 생각 된다.문항별 결과를 보면 동기부여 영역의 “우리병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이 주어진다”항목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우리병원은 내가 일
하는 동안 자기성취를 느끼게 해준다”항목은 2.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업무
에 대한 책임감에 비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동기부여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이삼균(2001)의 연구에서 직원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제고될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제시하였는데 동기부여는 직무만족과 직
장애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그러므로 간호조직에서 간
호사의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관리자들의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간호사
자신들의 긍정적인 사고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우리병
원은 지시,연락사항이 신속,정확하게 전달된다”의 항목이 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우리병원은 병원을 상대로 한 개선점이나 제안사항을 건의할 수 있
는 채널이 잘 되어있다”의 항목이 3.18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고무적인 현상으
로 볼 수 있겠다.의사소통은 조직의 외부와 내부환경,집단과 집단,개인과 개인
간의 모든 상황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그들
의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하향적 의사소통은 구성원에게 업
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와 조직적 절차 및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관
료적인 분위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을 때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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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어 직무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복숙,1997).따라서
간호조직에서 하향적 의사소통 외에도 상향적,수평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확보되
고,비공식적 의사소통이 공식적 의사소통의 경로를 통해 의견이 제시되도록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보상체계 영역에서 “우리병원은 직무관련하여 성과
급제도가 잘 되어있다”가 2.69점으로 낮게 나타나 성과급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으며,교육훈련 영역의 “우리병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우리병원은 어학교육의 기회가
많다”2.08점으로 전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는 병원사회에서도 글로벌시
대에 필요한 언어에 대해 직원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상대적으로 반영해주는 결
과로 보인다.또한,“우리병원은 국내.외 연수 기회가 많다”2.19점으로 낮게 나타
나 병원 내 교육실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국내
외 연수 기회가 부족함이 나타났다.이는 김민주(2004)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
타났다.복지제도 영역에서는 “우리병원은 근무시설이 잘 되어있다”가 3.26점으로
현재 근무시설은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우리병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고
과 및 적절한 승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2.63점으로 낮아 직원들이 느끼기에
병원의 승진정책과 인사고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추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근무환경에서는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있다”가 2.14
점으로 전 영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김민주(2004)의 연구
와 최정,하나선(2007)의 연구에서도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
였다.병원 조직내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환자들을 간호하는 업무현장으로만
인식하고 휴식공간에 대한 배려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외부고객들에게 보
여지는 공간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내부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휴식공간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병원관리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
다는 생각이 든다.따라서 내부마케팅의 근무환경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
원을 위한 휴식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간호사의 직장애착 점수는 총 60점 만점에 38.8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났다.평균평점도 총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문
항별 점수를 보면 “현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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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발적으로 이 병원을 떠나지 않
겠다”항목이 2.63점,“나는 이 병원에 가능한 한 오래 남아 있을 계획이다”가
2.7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직원들이 현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며,직장에 대한 애착과 평생직장으로서의 인식
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제갈봉순,이성희(2007)의 연구에서도 직장애착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직무만족도,기대충족도,보상 및 복리후
생,직무몰입,긍정적 심성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수직적 갈등,
외부취업기회의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서영준,김정희
(2001)의 연구에서 기대충족도,직무몰입,보상의 공정성,직업의 안정성,직무의
다양성,긍정적 심성 순으로 긍정적 영향력이 있었고,부정적 심성,자원의 부적절
성 등이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직장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내부마케팅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 및 복리후생제도와 직원들의 시장조사를 통한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
여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간호사의 고객지향성 점수는 총 70점 만점에 49.8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각 영역별 평균은 신뢰성이 20점 만점에 14.46점,반응성이 15점 만
점에 10.38점,유형성은 15점 만점에 10.86점,공감성이 20점 만점에 14.11점으로
나타났다.고객지향성 평균점수는 총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최정,하나선(2007)의 연구에서 평균 3.76점,홈쇼핑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진수,김은정(2005)의 연구 평균 3.8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서비스
의 무형성과 의료진의 서비스중요도에 대한 의식변화를 고려해 볼 때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인 점은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고객지향
성 문항별 점수를 보면 “나는 환자의 진료절차 및 치료과정에 대해 최대한 설명을
해준다”항목의 평균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이는 최근 설명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에 부합하기 위한 직원들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나는
환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항목의 평균이
3.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단순히 환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환자의 불만사항을 성의있게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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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원들의 인식수준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간호사가 인지한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 및 고객지향성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정,하나선(2007)연구의 내
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으며,최정,하나선(200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고객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마케팅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7.7%로 매우 낮게 보
고된 것에 반해,본 연구결과에서는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직위,총
임상경력,현 병원경력,월 급여,근무부서,내부마케팅 인지정도,직장애착,개인적
성향 등 모든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총 23.9%로 나타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검증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가 경기도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

는 제한점이 있고,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사의 타당성에 문
제가 있을 수 있으며,변수의 측정이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느
끼는 각 변수들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그러
나,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직장애착,개인적 성향이 주요
영향요인이며,총 23.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현대사회에
서 의료기관의 경쟁력은 고객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통해 달성 가능하
며,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고객 만족과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는 관점에서 볼 때,병원관리자들이 외부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고객의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리라 본다.특히
인적자원 관리가 중시되는 간호조직에서 외부고객만족에 앞서 간호사를 내부고객
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만족시켜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증진시키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기여했다고 생
각된다.
최근 많은 조직들이 고객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객 중심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고객만족 경영을 주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강윤숙,김인숙,
2006).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간호사의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
착,고객지향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간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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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내부마케팅 요인들을 강화시킴과 더불어,높은 직장애착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고객지향성을 증가시켜,고객 만족 경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지향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자료수집은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
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
사 총 2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자료분석은 SPSSWindow 11.5를 이용하여 서술
적 통계,PearsoncorrelationCoefficient,t-test,ANOVA,multipleregression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점수는 총 140점 만점에 80.56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커뮤니케이션이 3.10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동기부여 2.99점,보상체계 2.85점,복지제도 2.84점,시장조사 2.81점,종
사원 관리이념 2.75점,교육훈련 2.74점,근무환경 2.52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2.간호사의 직장애착 점수는 총 60점 만점에 38.8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났다. 문항별 점수를 보면 “현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
울 것이다”항목의 평균이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발적으
로 이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항목이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간호사의 고객지향성 점수는 총 70점 만점에 49.8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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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고객지향성 평균점수는 총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유형성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신뢰
성 3.61점,공감성 3.53점,반응성 3.46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4.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r=.486,p=.000)및고객지향성(r=.386, p=.000)간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애착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84,p=.000)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개인적 성향은 고객지향성(r=.267,p=.000)과 직장애착(r=.214,
p=.0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
는 작았다.또한,개인적 성향이 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은 직위(t=7.772,p=.000),총 임상경력
(t=1.488,p=.005),현 병원 경력(t=1.121,p=.010),월 급여(t=.656,p=.019),근무부서
(F=7.141,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종교,성별,결혼유
무,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고객
지향성과의 관계는 직위에서 수간호사이상(p=.000),총 임상경력은 5년 이상 근무
자(p=.005),현 병원 임상경력도 5년 이상 근무자(p=.01),월 급여는 250만원 이상
(p=.019),근무부서는 외래 및 기타부서(p=.001)에서 고객지향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
과,고객지향성에 설명력이 있는 영향요인은 내부마케팅 인지정도(t=4.319,p=.000),
직장애착(t=2.723,p=.007),개인적 성향(t=2.460,p=.015)으로 나타났으며 총 23.9%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 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병원의 내부마케팅 활동을 강화시켜 직원의 직
장애착을 높이면 외부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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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1곳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병원환경이나 업무구조가 다른 병원을 대상으로 반복연
구를 제언한다.
2.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정도와 직장애착이 간호사의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으므로,간호사가 인지하는 고객지향성과 외부고객이
실제로 인지하는 서비스수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3.간호사들의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병원의 내부마케팅활동을 강화하
고 간호사들의 직장애착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을 제안한
다.
4.간호사들의 고객지향성 향상을 위한 병원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
하며,그에 따른 본 연구에서의 변수인 내부마케팅,직장애착의 개념을 관리자 대
상 교육과정에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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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인 인 사 사 사 사 말 말 말 말 씀씀씀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간호 관리와 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간호사가 인지하는 내부마케팅정도와 직장애착이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마케팅이란 직원의 동기를 부여시키고 고객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관내부의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병원관리자들이 

   조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시 내부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상에서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연구자 

                                                      진 은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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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병원 내부마케팅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욕구나 만족을 파

악하기 위해서 직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우리 병원은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로 직

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

3. 우리 병원은 내가 일하는 동안 자기성취

를 느끼게 해준다.

4. 우리 병원은 내가 하는 업무에 자율성과 

권한을 주고 있다.

5. 우리 병원은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6. 우리 병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책임이 

주어진다.

7. 우리 병원은 현재의 직무에 안정감을 준

다.

8. 우리 병원은 주요정책이나 방침이 공정

하다.

9. 우리 병원은 직원의 경력 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10. 우리 병원은 근무시설(환경)이 잘 되어

있다.

11. 우리 병원은 휴가, 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다.

12.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급여수

준이 적정하다.

13. 우리 병원은 새로운 움직임, 방침이 잘 

전달된다.

14. 우리 병원은 지시, 연락사항이 신속, 정

확하게 전달된다.

15. 우리 병원은 부서 간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의사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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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우리 병원은 병원을 상대로 한 개선점

이나 제안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잘 

되어 있다.

17. 우리 병원은 동료들과 상사 간에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18. 우리 병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고과 

및 적절한 승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 우리 병원은 직무관련하여 성과급제도

가 잘 되어있다.

20. 우리 병원은 모범사원제도나 포상제도

가 많다.

21. 우리 병원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2. 우리 병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3.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병원의 

서비스 교육이 많이 있다.

24. 우리 병원은 어학교육의 기회가 많다.

25. 우리 병원은 국내.외 연수 기회가 많다.

26.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다.

27. 우리 병원은 고객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8. 우리 병원은 직원을 병원 외부고객처럼 

병원의 내부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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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고객지향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

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환자의 진료절차 및 치료과정에 대

해 최대한 설명을 해준다.

2. 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궁금한 사항들

에 정직하게 잘 대답해준다.

3. 나는 환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

하는 편이다.

4. 나는 환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한다.

5.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원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6. 나는 환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7. 나는 환자의 불만사항을 성의있게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8. 나는 병원환경을 청결히 유지한다.

9. 나는 항상 환자들이 진료받기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항상 환자를 정중하게 맞이한다.

11. 나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준다.

12. 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13. 나는 환자의 이해를 이끌어 내며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편이다.

14. 나는 환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51

Ⅲ. 다음은 직장애착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

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병원이 일할 만한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다른 직장에 가지 않고 이곳

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 나는 이 병원의 미래에 별로 관심이 없

다.

4. 이 병원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들 중 

아주 좋은 직장의 하나이다.

5. 내가 이 병원의 종사자라는 것을 남들에

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6. 나는 이 병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7. 나는 이 병원을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계

획이다.

8.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발적으로 이 병원

을 떠나지 않겠다.

9. 나는 이 병원에 가능한 한 오래 남아 있

을 계획이다.

10. 현재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

울 것이다.

11. 현 직장 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12. 현 직장 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

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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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평상시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Ⅴ. 다음 항목들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  기혼         �  미혼         �  이혼         �  사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

2. 나는 대개 내 생활을 활기차게 할 방도

를 찾아낸다.

3. 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거의 매일 같이 

있다.

4. 내게 있어서 인생은 위대한 모험이다.

5. 나는 종종 사소한 일로 인해 짜증을 낸

다.

6. 종종 나는 기분이 들쑥날쑥한다.

7. 때때로 조그만 좌절로 인해 지나치게 짜

증을 낼 때가 있다.

8. 나는 하루종일 내내 안절부절못하는 날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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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하의 학력수준은?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재학  �  대학원졸 이상

 5. 귀하의 종교는?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무교       �  기타        

 6. 병동에서의 직위는?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수간호사 이상

 7. 귀하가 속한 병원의 부서는?

  �  일반병동         �  중환자실     �  응급실       �  수술실

  �  외래         �  기타                

 8. 귀하의 경력은?

  ◉ 간호사로서의 총 임상경력         년       개월

  �  1년이상 - 3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5년이상 - 10년 미만

  �  10년이상 - 15년미만   �  15년 이상

  ◉ 현재 병원에서의 근무경력         년       개월 

  �  1년이상 - 3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5년이상 - 8년 미만

  �  8년이상

 9. 귀하의 월 평균 급여 (세금포함) 는?

  �  150만원 미만   �  150이상 - 200만원 미만   �  200이상 - 250만원 미만

  �  250이상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J J  본 설문지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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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sssooofffCCCllliiinnniiicccaaalllNNNuuurrrssseee'''sssIIInnnttteeerrrnnnaaalllMMMaaarrrkkkeeetttiiinnngggaaannnddd
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aaalllCCCooommmmmmiiitttmmmeeennntttooonnnCCCuuussstttooommmeeerrrOOOrrriiieeennntttaaatttiiiooonnn

Jin,EunYoung
DepartmentofNursingManagementandEducation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PPPuuurrrpppooossseee:::Thepurposeofthisstudy wastoidentify theeffectsofnurse's
internalmarketingandorganizationalcommitmentoncustomerorientation.
MMMeeettthhhoooddd:::Thesubjectswere257nurseswereworkingin1generalhospital.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14 to April23,2008.For data analysis,
descriptivestatistics,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multipleregression were
used. RRReeesssuuullltttsss:::Thetotalscoreofthetotalinternalmarketingwas80.56,in
view ofmeanscoreareas,communication3.10,motivation2.99,rewardsystem
2.85, welfare system 2.84, market survey 2.81, employees' management
philosophy 2.75,education/training 2.74,and working environment2.52,total
scoreoforganizationalcommitment was38.87,andtotalscoreofcustomer
orientationwas49.81.Internalmarketingandorganizationalcommitment were
positivelyrelatedto customerorientation.Incaseofcustomerorientation,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depending on position,totalclinicalexperience,
presenthospitalexperience,thepayrollandworkingdepartment.Theresultsof
multiple regression forthe factors affecting on customerorientation were
internalmarketing,organizationalcommitmentandindividualdisposition.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Through this results,to increase customer orientatio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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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concentrate on improving internal marketing strategy and
organizationalcommitment.

                                                                            

Keywords:Internalmarketing,organizationalcommitment
customerorientation


	차 례
	국문요약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용어의 정의

	Ⅱ.문헌고찰
	1.내부마케팅
	2.직장애착
	3.고객지향성

	Ⅲ.연구방법
	1.연구설계
	2.연구대상
	3.연구도구
	4.자료수집방법
	5.자료분석방법

	Ⅳ.연구결과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간호사의 내부마케팅 인지정도
	3.간호사의 직장애착
	4.간호사의 고객지향성
	5.내부마케팅 인지정도와 직장애착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
	6.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지향성의 차이
	7.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논 의
	Ⅵ.결론 및 제언
	1.결론
	2.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