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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CSR)은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료기관의

지속 성장발전을위한기본 역량이자책임으로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활동 분야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태동되어일반기업과조직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의료기관이나 병원에 대한 CSR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것이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조직성과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분석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기관의효과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의전략적접근 방향을 제공하고, 아직은 척박한 의료기

관 CSR활동과 관련한 연구에 단초가 되고 의료기관이 CSR활동을 통한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한다.

• 주제어 : 경영성과, 매개효과, 사회적 책임, 의료기관, 조직성과

Abstract The empathy fo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rapidly expanding around the

global company, its range having already spread to the whole world, and CSR activities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Recently, CSR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not selectively accommodated and applied, but is

perceived as a basic capacity and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medical

institutio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was analyze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utilizing CSR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in order to accomplish management goal which is the ultimate

output of the organ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study related to medical institution

CSR as well as suggest a strategy direction through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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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공감은글로벌기업을중심으로급속하게확대되어

그범위가이미전세계로넓혀져글로벌기업들의 CSR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활동은 이제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있는 분야에서 대부분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임무로 다가오고 있다.

CSR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 활동으로서 사회의 요

구가 커지고 압력이 증가하는 현실 여건에서, 기업 경영

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의 성장전략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신 도구로 조

명을 받으면서 CSR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에 따른 파급효과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기관은 CSR 활동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병원 및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 역량이자 책임으로 인

식하여야 한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급속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따라의료기관의 CSR 활동의중요성과의료기관

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은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를 겪고 있

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

뿐만아니라정부및비영리기관등대부분의조직에게

사회적책임요구가증가하고있다. 둘째, 경제및사회전

반을 둘러싸고있는이해관계자들의의식수준 향상이다.

의료기관은 수술 및 진료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병원의기능은단순히환자를진료하는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병원 및 의료

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주민의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를 지탱하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으로 정의한다.

또한, 의료기관은보건및의료종사자의훈련과생물

의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각급 보건의

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셋째, 의료기관에게 자체적인 경

쟁력 확보와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

는 시대에서 기업의 증대된 가치를 함께 향유하는 시대

를맞이하고있다. 이와함께의료기관역시단순한진료

및의료서비스제공과같은기본적이고공익적인고유의

역할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우리나라의의료기관은기술적인효용

성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이

를의료기관의운영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것이필요하

다는 현실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학계에서

CSR 활동에대한논의가거의없었다는것은매우아쉬

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1,2]. 또한, CSR 분야 기존의 연

구대부분이일반적인상기업과영리조직을대상으로하

고 있으며 비영리 조직과 같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대

한 CSR 연구는아주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

실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조직성과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

다. 또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경영성과 사이

에서조직성과가매개역할을하는지실증분석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사

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성과와 경영성과를 향상 시키고,

의료기관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정부 당

국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활동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대응하며, 적극적인사회적책임활동을통하

여조직성과와경영성과를제고하는전략적방향을제시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CSR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

고 발표되었다.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

합하면, 기업이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실행해야할중요한기업의행동으로지속적이고통합적

이며, 공평한 사회, 경제, 환경 등 발전에 이바지하는 원

동력으로그역할을담당하고있다[3]. 따라서 사회적책

임활동은 정의가 광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 활

동도경제적· 법적·윤리적·자선적책임을넘어사회전체

에유익한행동등을모두포함하는넓은개념으로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CSR 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의 수준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CSR 활동은 임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 자부심 및 강한 애정을 갖게 되어[4],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직무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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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5] 결과를나타낸다고보고한다. 따라서 CSR은의

료기관의조직성과로이어질수있다는추측이가능하다.

또한, 김기현[6]은 공익성과 및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

야하는공기업과같은비영리기관의 CSR 전략이사회적

및경제적목표달성에중요하다는인식이확대됨에따라,

공기업의 CSR과조직성과의관계에관한연구는중요하

다고주장하였다. 이와마찬가지로비영리기관과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직성

과와경영성과에긍정적으로적용될것이라고예측할수

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의료기관의 CSR을 경제적책임,

법적책임, 윤리적책임, 자선적책임의네가지하위영역

으로범주화하고조직성과는직무만족, 조직몰입, 고객만

족, 조직이미지로구성하여 CSR이조직성과와경영성과

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 CSR 활동과경

영성과에 조직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고자한다.

의료기관과 병원을 포함한 보건 의료분야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는데 반하여 현실적으

로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

구는 아직 미미하여 기초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특히 국내에서 발표된 의료기관의 CSR 활

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실증 분석결과를 기

초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성과와 경영성

과에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기위한연구모형을다음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경제

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책임의 4가지로분류하여이해

관계자와 사회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의무 및 책임활동으로 본다. 이에 대한 분류

는기업의경쟁력향상, 제품의질향상, 효율적인운영관

리,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 차원에서 경제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이와관련한사회적책임은공정거래질서, 관련법

률의준수와의무활동인법적인책임이있다. 사회적책

임에는 윤리 규범의 준수와 법적 규제사항 준수 이상의

공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활동으로서 윤리적 책임이

있으며, 지역사회개발활동및자원봉사등의자선적책

임이있다. 본 연구는 Carroll[8]의연구에서사회적책임

을 4가지분류로정의한내용을채택하여활용할것이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조직성과에 미

치지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CSR은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가진 주제로서 학

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최근, CSR

이 기업의재무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진행되고 있다[9,10,11]. 따라서 CSR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의료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인주[12]는 CSR이 아닌윤리경영 관점에서병원의조직

성과를분석하였고, 윤리적인병원의경영은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강신희[1]는

병원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 활동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연구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영전략차원의접근을주장하였다. 이와

같은선행연구결과를바탕으로경영전략차원에서의료

기관의 CSR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1을

설정한다.

H1: 의료기관의 CSR 활동은조직성과에양(+)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CSR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10]. Pava and

Krausz[13]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의 역설을 주장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기준을 충

족한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함을 증명하였다. 김현주[14]는 CSR

과 유사한 윤리경영을 경영과 관련한 추진조직 및 시스

템, 안전보건, 품질경영및고객보호, 직원존중, 고객만족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0호242

부문, 인재경영 및 후생복지, 지역사회 기여의 7가지로

구분하여 병원의 윤리경영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의료기관의 CSR 또한경영성과에긍정적인역

할을할것이라기대한다. 따라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

연구가설 2를 설정한다.

H2: 의료기관의 CSR 활동은경영성과에양(+)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의료기관의 최종적인 목표는 조직성과와 경영성과를

향상시켜서 일반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제공

및 보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선행연

구에서는기업의 CSR을통한조직성과는궁극적으로기

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

Ellen et al.[15]은 기업이 조직성과에 상당한 노력을

들이면 들일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현주[14]는윤리경영과연관된시스

템이체계적으로구축된병원이경영성과에긍정적인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여기서는 조직을 운영하

는 경영적 차원의 조직성과의 의미란 조직에서 ‘이미 이

루어진 결과’를 예측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는 결국, 조직성과란 조직의 목표와 결부되어 조직의 목

표달성 정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분석결과, 병원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병원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조직성과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3을 설정한다.

H3: 의료기관의 조직성과는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Sen and Bhattacharya[17]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으로자선사업과지역사회에봉사하는기업들을대상으

로조사한결과고객은사회적책임을다하는것으로인

식되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하

고자하는 의도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CSR이 조직성

과로나타나는고객만족과명성을높여고객의구매의사

결정을 유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CSR을 접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의 운영을 뛰어넘어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병원을기업으로간주하여윤리경영을도입한연구

가 진행되었다. 윤리경영의 의미는 조직의 목표와 규범,

책임을통해의료기관의윤리적가치와사명을준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

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다[18]. Lin et al.[19]은 병원의 CSR 활동자

료를바탕으로 CSR 활동과재무성과는 서로양(+)의 관

계가 있으며, 병원 내부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직성과

를 향상시키며, 외부 사회적 책임활동은 경영성과에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영찬·이승석[20]은

CSR 활동은 혁신역량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과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바탕으로의료기관의사회적책임과경영성과사

이에서 조직성과는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4를 설정한다.

H4: 의료기관의 CSR 활동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에 조직성과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표본의 선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CSR 활동이 조직성과와

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연구의조사

대상을경남권주요시에위치한병원의의사, 간호사및

진료지원(행정 기타)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5년 7월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설문대상의료기관을방문하여병원

의 특성과 경영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서장급

직원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병원 안

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배포하여 자기기

입식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연구자는설문지를배

포하고약 2-3일간의설문응답기간을주었으며, 개별응

답자는 설문조사 후 설문지를 밀봉하여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는 분석을 위해서 표본 집단으로 12개 병원

을선정, 병원별로설문지를병원의규모에따라 20-80명

범위 안에서 380명에게 배부하여 374명으로부터 설문지

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 불성실한 4명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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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370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표본

을 구성하였다.

4. 실증분석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연구는가설의실증분석을위해서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조직성과, 경영성

과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설분석 이전에

각잠재변수를측정하는관측변수들이모형내에서수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도를 보이는가를 평가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의요인적재량및유의성은지면관계

상표로는제시하지않았으나, 사회적책임에대한네개

하위요인의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

선적책임으로분류되었다. 경제적책임의설문문항중,

경제적 이윤창출과 운영과 관련한 비용절감의 측정문항

두 개 항목이 분석의 타당도를 저해하여 관측변수에서

제외되었으며, 법적 책임의 설문 문항 중에서는 공정거

래질서를측정하는문항중한개항목이타당도를저해

하여분석에서제외되었다. 반면, 윤리적책임및자선적

책임은타당도를저해하는항목은존재하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연구모형에사용된관측변수문항

은경제적책임이네개, 법적책임이일곱개, 윤리적책

임이 일곱 개,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이 여섯 개이다.

하위요인이 네 개로 구성된 조직성과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성과는 직무만족, 조직몰

입, 고객만족, 기업 이미지로 분류되었다. 직무만족에서

는 임금만족도 측정항목 한 개 항목이 타당도를 저해하

여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요인은 타당도를 저

해하는항목은존재하지않았다. 결과적으로직무만족이

여섯 개 항목, 고객만족이 여덟 개 항목, 기업 이미지/명

성이 네 개 항목으로 조직성과 요인을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이 없는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인식은 단

일 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그

결과타당도를저해하는항목은없는것으로판단되었으

며, 경영성과는 여섯 개 항목, 사회적 책임 인식은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은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결과를 나

타낸것이다. 본 연구는수렴타당성을검정하기위해, 각

변수에 대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측

정하였다. 경제적 책임은 0.861, 법적 책임은 0.922, 윤리

적책임은 0.900, 자선적 책임은 0.958, 조직성과는 0.924,

경영성과는 0.953, 사회적 책임인식은 0.857로 나타났다.

<Table 1> Results of Construct Reliability(CR)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Variable CR AVE

Economic .861 .757

Legal .922 .797

Ethical .900 .751

Discretionary .958 .884

Organization Performance .924 .750

Management Performance .953 .827

수렴타당성기준은개념신뢰도가 0.7 이상이면수렴타

당성이 높다고 해석을 하는데, 개념신뢰도(CR)가 외생

(독립)변수와 내생(종속)변수의 모든 항목에서 0.7 이상

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각 변수 간 상관

계수제곱값(R2)이평균분산추출값(AVE)을 상회하지않

아야하는것이다. 상관관계제곱값은 <Table 2>에서법

적책임과윤리적책임이 0.712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사회적 책임, 조직성과, 경영성과의 평균분산추출값

(AVE)은 모두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관

계수의 제곱값(R2)은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 종속변수

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을 상회하지 않으므로 판별타

당성은 확보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Matrix and AVE
1 2 3 4 5 6

1. Economic .757
2. Legal .593 .797
3. Ethical .454 .712 .751
4. Discretionary .428 .430 .438 .884
5. Organization

Performance
.563 .651 .651 .497 .750

6. Management

Performance
.632 .145 .151 .195 .305 .827

앞서 변수별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전체 변수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

구모형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과 조직성과, 경영성과 측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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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앞서 진행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관측변수를 구성하였다.

<Table 3>에서제시한확인적요인분석모형의적합

도를 보면, 증분적합지수인 TLI는 0.901로 기준치인 0.9

보다 높은값을 보였고, CFI도 0.921로기준치인 0.9보다

높은값을보였으며,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084로

기준치인 0.10보다낮은값으로나타났다. 또한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누어준 χ2/df 값은 3에 근사한 3.631로

나타났다. 추가적인자료의적합도도대체적으로양호하

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Table 3> Results of Goodness of Fit Test for Measurement 
Model

χ2 χ2/df TLI CFI

610.02 3.631 0.901 0.921

RMSEA RMR GFI NFI

.084 .050 .792 .843

4.2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각 구성요소에서 조직

성과로 가는 직접효과, 사회적 책임의 각 구성요소에서

경영성과로 가는 직접효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각 구

성요소에서 조직성과를 거쳐 경영성과로 가는 간접효과

를 모형에 반영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Table 4> Results of Goodness of Fit Test for Research 
Model

χ2 χ2/df TLI CFI

1992.789 2.306 .894 .904

RMSEA RMR GFI NFI

.060 .050 .792 .843

가설의실증분석결과에앞서, 본 연구모형의적합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증분적합지수인 CFI는 0.904

로기준치인 0.9보다높은값을보였으며, TLI는 0.894로

기준치인 0.9와 근접한 값을 보였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060을 보여 기준치인 0.10보다낮은값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누

어준 χ2/df 값은 2에근사한 2.306 수치를보여, 전반적으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방정식모형내경로계수들의유의성을살펴본결

과, 총아홉개의직접경로중여섯개경로가유의한것

으로나타났다(p<.05). 그 결과는다음 <Table 5>와같다.

먼저, 사회적 책임에서 조직성과로 가는 경로를 분석

한 결과, 법적 책임에서 조직성과로 가는 경로계수는

0.285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 p<.05). 즉, 법적책임이높아질수록조직성과도높

아진다고 판단된다. 윤리적 책임에서 조직성과로 가는

경로계수도0.287을 보여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β>0, p<.01), 윤리적 책임이 높아질수록 조

직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선적 책임

에서 조직성과로 가는 경로계수도 0.167로 양(+)의 유의

한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β>0, p<.01), 자선적책임

이 높아질수록 조직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Results of Significance Test of Mediated 
Effects (Hypothesis 4)

hypothesis Direct Path Coefficient t-value

H1-1
Economic
↓

Organization Performance
.132 1.651

H1-2
Legal
↓

Organization Performance
.285 2.593*

H1-3
Ethical
↓

Organization Performance
.287 2.900**

H1-4
Discretionary

↓
Organization Performance

.167 3.094**

H2-1
Economic
↓

Management Performance
.929 5.796***

H2-2
Legal
↓

Management Performance
-.508 -3.366***

H2-3
Ethical
↓

Management Performance
-.021 -.181

H2-4
Discretionary

↓
Management Performance

.062 .963

H3
Organization Performance

↓
Management Performance

.267 3.092**

*p < .05, **p <.01, ***p < .001

다음으로사회적책임에서경영성과로가는경로계수

를 보면, 경제적 책임에서 경영 성과로 가는 경로계수는

0.929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 p<.001). 즉, 경제적 책임이 높아질수록 경영성과

도 높아진다고 판단되었다. 반면에 법적 책임에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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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가는경로계수는 -0.508이며음(-)의 유의한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 p<.001). 즉, 법적 책임이

높아질수록 경영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조직성과에서경영성과로가는경로계수도 0.267

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

p<.01). 즉 조직성과가 높아질수록 경영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직접효과와 관련한 가설검증에서 가설1

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CSR 활동은 조직성과에 양(+)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윤

리적 자선적 책임이 높으면 조직성과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설2와관련하여 CSR 활동은경영성과에 부분적

으로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책임이 높으면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

나 법적 책임이 높으면 경영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의료기관의 법적 규제요건은 정부 진료수가정책의

일방적시행등으로나타나 CSR 활동을하더라도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가설3과 관련하여 조직성과는 경영성과에 양(+)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본연구의가설4는의료기관의CSR활동이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성과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들간의직접효과, 매개효과를더자세히살펴

보기위해, 모형의효과분해를실시하였다. 모형을통해

밝혀진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간접효과

란두변수간의효과가다른변인에의해매개되는것을

뜻한다.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를 거치지 않고도 종속변수에 직접영향을 미치면서

매개변수를통한경로가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모형

이다. 이에 반해,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는 매개

변수의 효과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서 종속변

수에미치게되는경우를한정하여말한다. 즉, 직접효과

와간접효과가함께유의하면부분매개이며, 직접효과는

유의하지않고매개변수를통하여종속변수에유의한간

접효과만 나타나면 완전매개이다.

<Table 6> Results of Significance Test of Mediated 
Effects (Hypothesis 4)

hypothesis
Mediated Path
of Organization
erformanc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Results

H4-1

Economic
↓

Management
Performance

.929*** .035 -

H4-2

Legal
↓

Management
Performance

-.508*** .076*
partial
mediation

H4-3

Ethical
↓

Management
Performance

-.021 .077**
complete
mediation

H4-4

Discretionary
↓

Management
Performance

.062 .045**
complete
mediation

*p < .05, **p <.01, ***p < .001

<Table 6>은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CSR과 경영

성과사이에서조직성과의매개효과유의성검증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 조직성과를 거쳐 경영성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한 간

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법적 책임의

경우간접효과값이 0.076으로부분매개역할을하며, 윤

리적 책임의 경우 0.077, 자선적 책임의 경우 0.045로 완

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책임과 경

영성과 사이에서는 조직성과의 매개역할은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성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가설4에

서는경제적책임과경영성과간조직성과의매개효과는

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법적책임이경영성과에미치는

직접효과에서는음(-)의 효과가나타난반면에조직성과

의 매개효과에서는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윤리

적책임과자선적책임이경영성과에미치는직접효과는

없으나 조직성과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활동은

조직성과를증진시켜경영성과의향상에연결될수있도

록 경영전략의 모색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의료기관은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적 책임만을

고려한전략의추진을통해경영성과를높이는전략에는

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앞으로의료기관은 CSR 활

동의 추진단계에서 CSR 활동 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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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와경영성과를향상시킬수있다는점을인지하

여야 한다.

5. 결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

해서질병과건강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에따

라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

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의료와 관련한

서비스에대한이해관계자인정부당국과유관기관, 그리

고 의료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새

로운 경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의 양적인 증가로 인하여 경영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품질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에 따

라의료기관은진료분야의첨단기술을도입하고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의료고객과 사회의 요구 및 기대에 부

응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기관의사회적책임이여러형태로나타나고있다는

문제점을해결하는동시에사회적요구에능동적으로대

처하기위하여학계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전략

제시와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

동이 조직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의 조직성과가 사회적 책임활동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분석결과를근거로의료기관의사회적책임활

동이 조직성과와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효과

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의료기

관의사회적책임활동과관련한직접효과분석에서는법

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이 조직성과에

양(+)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책

임은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법적 책임은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진료수가 정책의 일방적 시행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의 법적 규제요건 때

문에나타난것으로의료기관이 CSR을준수하더라도경

영성과에영향을주지못하는데서기인한다고판단한다.

마지막직접효과인조직성과는경영성과에양(+)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성과

는법적책임, 윤리적책임그리고자선적책임과경영성

과 간에서 유의미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은 조직성과와 직접효과

에서는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조직성과의 완전

매개적 역할을 통해 매개효과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은윤리적책임과자선적책임의활동을통해서

조직성과의 증진할 수 있음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시사점 및 실무적 대응전략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직성

과와경영성과에긍정적인성과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운영하는

경영차원에서도의료행위와진료를통한기본적업무에

추가[21]하여의료기관의지속적인발전과조직의성장을

위한전략으로 CSR 활동이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

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경영전반의이론을아우르는기업의사회적책임

을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논의한 실무-이론의 융합 논문

으로서 학계와 실무진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료기관의조직성과를직무만족, 조직몰입,

고객만족, 이미지/명성들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

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CSR 활동과 경영성과 사이에 긍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최종적 산출물이라는 경영성과

를 달성하기 위하여 CSR 활동과 조직성과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성과와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를 지닌다. 첫째, 연구대상인 의료기관의 표

본선정을부산경남울산에소재한병원중 12개병원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으므로 전체 의료기관을 대표

하기에는부족한측면이있을수있다. 둘째, 기업을대상

으로하는사회적책임활동이나유사한윤리경영에관한

선행연구는 활발하며 다수가 있으나 의료기관이나 병원

과관련한연구는매우일천하여측정문항의지표나도

구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활

동과 조직성과 및 경영성과에 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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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나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기

관의 조직성과와 경영성과의 측정을 인지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을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현상

을 파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량화에 접근하지 못하

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 계량적 수치

를 통해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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