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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survey doctors working in five university hospitals about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level in order to identify casual relationships

through structure equ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rganization management had the biggest impact

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level, and the sooner the factor was named personnel, leadership, job,

and compensation, the bigger the impact it had on the level. The research model was generally found

to be good in terms of goodness of fit, considering the value of x² calculated as 103.314, the degrees of

freedom of 38, GFI 0.924, AGFT 0.868, NFI 0.888, CFI 0.925, and RMSEA 0.086. In conclusion,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level of doctors was significantly proportionate to organization

commitment by means of their general satisfaction level, while also being directly proportionate to

organization commitment (p<0.05). Meanwhile, statistical significance could not be found when

measuring the effects of the doctors’ basic characteristics on the levels of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in hospitals.

Key Words :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Level, Organization Commitment Level,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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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객만족’이라는 말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쉽게 

그 조직의 운영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고객

을 만족시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그 

조직이 서비스라는 무형의 산물을 고객에게 제공

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인 병원의 경우, 얼마 전까

지만 해도 고객이라는 말보다는 ‘환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고,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위적인 태

도, 시설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불편함 등을 

때때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병원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환자

라는 말보다는 ‘고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

다. 그만큼 환자들을 대하는 병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병원이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환자, 즉 

고객들의 만족도에 집중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고

객 만족도가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환자들의 의식수준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이 향상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도 공급자 중

심으로 평가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객의 

평가와 만족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John[2]은 환자만족도에 대해,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환자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환자의 만족도가 

재구매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Yi

et al.[3]은 고객만족도가 재구매 의도, 구전의도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환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구전의도와 전환의도는 재

무적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

다.

병원이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쾌적한 시설, 지리적 접근성, 편

의시설 등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직원, 즉, 내부고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외부고객

과 내부고객으로 구분하는데,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부마케팅은 조직의 목적에 대한 실현, 내부고

객인 직원들의 욕구,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

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4]. 내부고객이 만족

스러운 조직생활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상승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만족도가 올라가,

고객 유지 및 조직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5]. 따

라서 내부고객 만족도는 성공적인 조직의 시발점

이며, 이는 병원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있어서는 내부고객 중에서도 의사에 대

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Jeon[6]은 의

료서비스의 고객으로써 환자의 만족과 관련한 선

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언급하

기도 하였다. 실제로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의사의 

태도, 지식수준, 평판, 인지도 등에 의해 병원의 성

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들로 하여금 의

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환경

을 조성하고, 조직을 운영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

직성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의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환자와

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선행연구들도 있었다. Julia

et al.[7]은 스트레스, 업무량, 전문가로써의 역할 

등과 함께 ‘환자와 직원들과의 관계’가 의사들의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Doan-Wiggins et al.[8]은 응급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직무에 대

한 만족이 직장의 결근율, 생산성, 이직률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병원경영에 있어서, 의사라는 내부고객

을 관리하는 것이 환자만족도, 조직성과와 직결된

다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병원경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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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에 있어서 ‘의사’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내

부고객 중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에 대

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병원경영에 있어

서의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선행연구를 찾기 힘들었던 의료진을 대상으

로 한 사례를 살펴보고, 의사라는 내부고객의 만족

도가 조직의 안정적 운영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경영에 있어서 의사

직군에 대한 인사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현재, 국내 병원에서는 각 기관별 고객만족도 

조사와 함께 각종 인증평가를 통해 기관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있고, 이를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 간 공통

적인 적용 및 비교가 용이한 고객만족도 조사도구

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고

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병원경영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의료

진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 확보는 상당히 까

다로운 절차, 저조한 응답률 등으로 인해 통계분석

에 활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2012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 사이 

C대학 학교법인에서 산하 5개 대학병원의 의사직

군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고객만족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임상강사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의사로 하였

다. 조사방법은 온라인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였

으며, 전체 502명의 의사들 중에서 232명이 본 조

사에 참여하였다(응답률 46.2%). 각 병원별 응답률

을 살펴보면, A병원 전체 208명 중 98명(응답률 

47.1%), B병원 전체 94명 중 43명(응답률 45.7%),

C병원 전체 74명 중 38명(응답률 51.4%), D병원이 

전체 79명 중 32명(응답률 40.5%), 마지막으로 E병

원이 전체 47명 중 21명(응답률 44.7%)으로 나타났

다. 각 기관별로 응답한 의사의 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각 병원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분

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수준의 표

본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ure 1>.

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의사만족도와 조직몰입

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도구는 미국의 가톨릭계 

네트워크 병원 중 하나인 SSM Health Care

System에서 사용하는 내부고객만족도 도구를 참조

하여 한국 병원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새롭게 개

발하였다. C대학 학교법인을 통해, 부속병원의 내

부고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2010년에 개

발하기 시작하여 문항 검토와 조사도구 검증을 위

해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

으로 보완하여서 2011년 다시 시범조사를 한 후에,

2012년에 최종적으로 조사도구로 완성하였다. 시범

조사 당시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직

무만족이 0.65, 조직운영만족이 0.84, 인사만족이 

0.84, 보상만족이 0.69, 리더십 만족이 0.47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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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Smith[9]는 직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업무적, 경제적, 인간관계적 요인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태도, 견해를 망라하는 개념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Lichtenstein[10]은 직업, 직

무의 평가는 직원의 만족스러운 상태에 대한 주관

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들의 병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직무,

조직운영, 인사, 보상, 리더십 등의 5개 요인들을 4

점 척도로 구성하여, 총 26개 문항들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각 요인별로 구성된 문항의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의 경우, 업무량, 보람 

및 성취감, 발전기회 제공 수준, 자유로운 의사결

정 가능 수준, 업무와 관련한 지원 수준과 관련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운영’은 6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기관의 경영이념 공유 수준,

의사결정 관련 의사들의 의견 반영 수준, 임상과

별․개인별 의사소통 수준, 교직원 간 예의존중 및 

협력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인사’에 대해서는 채

용의 공정성, 승진제도의 공정성, 인사이동의 효율

성, 업적 평가의 공정성, 교육기회 제공의 공정성

을 묻는 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복리후생제

도의 공정성, 타 기관 대비 적절성, 현재 급여 수

준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도

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의 경우, 비전과 비전의 실천방안에 대한 명확성,

상급자의 업무 능력과 지식수준, 목표 제시 및 동

기 유발 정도, 의사소통 수준 등을 반영한 6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

한 5가지 하위요소들에 대해 각각 전반적으로 만

족하는 수준을 10점 척도로 구성하여 총 5개 문항

으로 조사하였다.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

한 소속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소속된 대학병

원을 우수한 병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사로서 

본인이 병원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얼마나 노력하

고 있는지, 그리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하여 총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ver.)과 

AMOS 21.0(ve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응

답자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

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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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관 및 응답자에 대

한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기

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병원명, 병상수 등

은 표기하지 않았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A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B병원(18.5%), C병원(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교수급 

의사가 119명(51.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

교수(33.2%), 조교수 이하(15.5%)로 나타났다. 직책

별로는 직책이 있는 의사가 39.2%를 차지했다. 근

속년수는 5년 이하가 64명(27.6%)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부터 10년 이하와 10년 초과부터 15년 이

하가 모두 21.6%로 비슷한 수준에서 두 번째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Places %
Hospital size A Hospital (1st) 98 42.2
(Ranking of beds) B Hospital (2nd) 43 18.5

C Hospital (3rd) 38 16.4
D Hospital (4th) 32 13.8
E Hospital (5th) 21 9.1
Total 232 100.0

Tenure  5 years 64 27.6
6 ~ 10 years 50 21.6
11 ~ 15 years 50 21.6
16 ~ 20 years 40 17.2
 20 years 28 12.1
Total 232 100.0

Professor's Full professor 119 51.3
classification Adjunct professor 35 33.2

 Assistant professor 78 15.5
Total 232 100.0

Position No 141 60.8
Yes 91 39.2
Total 232 100.0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각 변수에 대한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탐

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개

변수로 고려한 내부고객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세부적인 설문문항 외에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

하는 단일문항의 평균값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관련 요인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결과, 총 5개

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누적설명력은 61.9%

가량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적

정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 60%이상의 설명력을 보

이고 있어, 각 문항들이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개

념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일관성과 관련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모두 0.6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조직운영의 세부 측정항목 중, 변

수명 ‘Om4’에 해당하는 항목이 0.4가량으로 신뢰

도 계수가 다소 낮게 나왔는데, 해당 변수는 ‘교직

원 간의 예의 존중’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문항 자체가 조직운영과 관련한 타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변수는 조직문화와도 관

련이 있는 문항이다. 따라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

로 하위요소로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요인

별 Cronbach's 값은 최소 0.70부터 최대 0.88까

지의 값으로 도출되어, 일정 수준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분

석결과를 반영하여,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관측

변수로써 고려한 ‘직무’, ‘조직운영’, ‘인사’, ‘보상’,

‘리더십’ 변수를 각 요인별 평균값을 도출하여 구

조방정식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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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tructs Job Organization 
management Personnel Compen-sation Leadership

Job 1 0.52 0.16 0.20 0.08 -0.07
Job 2 0.86 0.04 0.08 0.11 0.06
Job 3 0.84 0.10 0.09 0.05 0.10
Job 4 0.56 0.11 0.19 0.22 0.30
Job 5 0.63 0.20 0.24 0.09 0.09
Om 1 0.08 0.67 0.12 0.02 0.21
Om 2 0.10 0.59 0.23 0.45 0.06
Om 3 0.24 0.50 0.23 0.15 0.21
Om 4 0.29 0.40 0.24 0.11 0.31
Om 5 0.27 0.71 0.13 0.04 0.15
Om 6 0.21 0.69 0.06 0.03 0.08
Psn 1 0.11 0.26 0.76 0.11 0.09
Psn 2 0.15 0.18 0.76 0.17 0.17
Psn 3 -0.05 0.21 0.59 0.21 0.24
Psn 4 0.16 0.15 0.72 0.28 0.18
Psn 5 0.12 0.05 0.66 0.37 0.15
Cp 1 0.10 0.16 0.09 0.76 0.15
Cp 2 -0.01 0.12 0.09 0.75 0.02
Cp 3 0.05 0.06 0.17 0.71 0.10
Cp 4 0.05 0.12 0.20 0.78 0.08
Ld 1 0.05 0.16 0.17 0.26 0.80
Ld 2 0.04 0.18 0.26 0.25 0.79
Ld 3 0.002 0.23 0.23 0.03 0.80
Ld 4 -0.05 0.25 0.09 0.11 0.83
Ld 5 0.03 0.21 0.16 0.12 0.81
Ld 6 0.08 0.07 0.13 0.04 0.83

Eigen-value 2.20 2.94 3.03 3.68 4.24
Percent of variables 8.48 11.29 11.67 14.15 16.29
Cumulative effects 8.48 19.77 31.44 45.59 61.89
Cronbach's  0.70 0.77 0.84 0.82 0.88

이어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총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누적

설명력은 74.3% 가량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마

찬가지로 대부분의 문항이 0.6이상의 신뢰도 계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Cronbach's 값도 0.8 이

상으로 나타나, 조직몰입과 관련한 개념을 측정하

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dependent variables

Constructs Organization commitment
OC 1 0.90
OC 2 0.84
OC 3 0.87
OC 4 0.84

Eigen-value 2.97
Percent of variables 74.33

Cronbach's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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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카이스퀘어값

은 90.97, GFI값은 0.92, RMSEA값이 0.10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 평가 지수들이 기준치에 

적합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별 

측정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Table 4>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측

정항목들의 경로계수와 유의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요인의 관측변수들이 요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구성개념별로 어떤 요인이 구성개념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고객 만족도의 

경우, 조직운영의 표준화계수가 0.77로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인사, 리더

십, 직무, 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는 

소속감이 표준화계수 0.8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쳤으며, 다음으로 비전 실천 의지, 자긍심, 기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순이었다.

3. 연구모형 평가 및 분석결과

연구모형은 의사의 내부고객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선정한 모형

이다. 분석결과, x²값이 103.314, 자유도 38, GFI

0.924, AGFI 0.868, NFI 0.888, CFI 0.925, RMSEA

0.086으로 나타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이라고볼 수 있었다.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Figure 2>, 의사

의 내부고객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해 조

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에, 의료진의 

기본적 특성은 내부고객 만족도나 전반적 만족도,

조직몰입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andardi-
zation

Non-
standardi-

zation
S.E. C.R. P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à Job 0.66 0.69 0.08 9.00 0.000***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à Organization management 0.77 0.84 0.08 10.37 0.000***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à Personnel 0.73 0.89 0.09 9.87 0.000***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à Compensation 0.56 0.84 0.10 8.10 0.000***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à Leadership 0.72 1.00
Organization commitment à Belongingness 0.89 1.38 0.10 12.67 0.000***
Organization commitment à Self-esteem 0.78 1.30 0.11 11.89 0.000***
Organization commitment à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vision 0.82 1.22 0.10 13.64 0.000***
Organization commitment à Organization development efforts 0.76 1.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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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alysis result of research model

Ⅳ. 고찰 및 결론

어려운 병원경영 환경을 타개하고, 수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객만족’이라는 말

이 대두되었다. 흔히, 고객이라는 말은 외부고객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고객을 만족시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내부고객’을 만족

시키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병원에서는 이러한 내

부고객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내부고객 중에서도 ‘의사’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의사를 대상

으로 이들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가 활

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이라

는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원인 의사를 대상

으로 내부고객 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의 경영, 인사관

리 등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1개 네

트워크 대학병원 선정하여, 같은 계열에 속하는 5

개 대학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다. 별도의 표본추출과정 없이 해당 기관 의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임상강사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2012년 6월 18일에 시작하여 7월 29일에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의사 232명(응답률 

46.2%)의 사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ver.)과 AMOS

21.0(ver)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모

형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수급 의사

가 51.3%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직책이 있는 경우

가 39.2%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년수가 5년 이하

인 의사가 27.6%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부터 10

년 이하, 10년 초과부터 15년 이하인 의사가 모두 

21.6%의 유사한 비율로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내부고객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직무,

조직운영, 인사, 보상, 리더십이라는 총 5개 요인으

로 도출되었고, 전체 누적설명력 61.9%, 전반적인 

Cronbach's 값도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도

와 타당도 모두 일정 수준이상 확보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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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내부고객 전반적 

만족도는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

직몰입’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총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누적

설명력 74.3%, Cronbach's 값 0.8 이상으로 나타

나, 관련 개념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구성개념

별로 어떤 요인이 구성개념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부

고객 만족도의 경우, 조직운영의 표준화계수가 

0.7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어서 인사, 리더십, 직무, 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는 소속감이 표준화계수 0.89

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비전 실

천 의지, 자긍심, 기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순이

었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x²

값이 103.314, 자유도 38, GFI 0.924, AGFI 0.868,

NFI 0.888, CFI 0.925, RMSEA 0.086으로 나타나,

적합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으로 판

단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의 내

부고객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해 조직몰입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

으로도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에, 의료진의 기본적 

특성은 내부고객 만족도나 전반적 만족도, 조직몰

입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조직몰입에 있어서 직

무, 조직운영, 인사, 보상, 리더십 등의 만족수준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개 수련병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내부고객 만족도가 직무에 대

한 몰입도를 높여준다는 Khan et al.[11]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 외 간호직, 행정직 등 

의사가 아닌 타 직종에 있어서도 조직몰입도와 내

부고객의 만족수준이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2][13][14].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 중에서 의사만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조직성과 등을 살펴본 사례

는 찾기는 힘들었다.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하여,

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이나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으나, 좀 더 개방

적인 분위기와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병원 인력

의 핵심인 의사직군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야 할 것이다. 특히, 병원과 같이 다양한 인적자원

이 공존하는 조직의 경우, 각 직군별 특성과 독특

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행정직, 지원

직 등 각각의 직군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둘째, 의사의 경우 내부고객 만족도의 하위항목 

중 ‘조직운영’이 조직몰입에 가장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경영자 입장

에서는 의료진과 조직의 비전, 실천방안에 대해 공

유하며, 적극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

세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Cho

et al.[15]은 전국 14개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정

서적 노동자들에게 경영이념, 비전 등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서비스 품질과 조직몰입, 조직애착 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노력이 임금이나 

고용, 사회적 지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

급하였다. 또한 각 임상과, 교직원 간 원활한 의사

소통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협력하는 분위기 등

이 보상이나, 인사제도, 경영자의 리더십 등 보다 

의사들의 병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이끌어내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hn[16]은 전국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사, 진료

지원직, 행정직 직원 473명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

통 만족도와 조직유효성 간에 유의미한 정(+)의 관

계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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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내부고객 만족

도와 관련 하위요소 중 ‘보상’에 대해서는 통계적

인 유의성이 다른 하위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Ahn[17]의 공공병원 및 비영리

병원을 대상으로 내․외부고객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부고객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를 고찰하여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된 ‘권한위임,

내부 의사소통, 보상시스템, 교육훈련, 복지후생’ 5

개 요인을 선행요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보상시스템’을 제외한 각각의 요인들이 모두 내부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실

제로 많은 병원들이 의료진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려할 목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앞서 

언급한 조직의 운영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병원경영자 입장에서 의사들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

의 요인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Murray et al.[18]은 유타주 개원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이, 개원 

년수, 사회활동, 개원 위치 등이 의사들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의 내부고객 중 의사를 대상으

로, 내부고객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병원 경영에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개 네트워크 내, 5개 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 및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연구 결

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고려한 ‘조

직몰입도’ 외에 향후 연구에서는 진료성과, 재무실

적 등 좀 더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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