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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서비스 질을 위한 병원의 노력에 대한 지각이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변종원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의 노력정도가 조직 구성원의

서비스 성과인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질 향

상을 위한 조직의 몰입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다시

구성원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구성원의 조절초점이 어떻게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조절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로 다른 병원에 다니는 총

16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몇 가지 사항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의 노력은 구성원

조직몰입의 제유형인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둘째, 정서적,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의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초점을 가진 간호사의 지속적 몰

입은 고객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노력, 서비스 성과, 조직몰입,

조절초점, 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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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의 병원경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KTX의 개통으로 지방에

사는 환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병원의 진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이 줄을 서

는 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은 폐업을 일삼는 양극화 현상이 전국단위에서

벌어진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상화로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은 인터

넷에서 손쉽게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병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요구도 다양화되었으며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을 찾는 모습이 요즘에는 일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고령화시대에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2010년 35조 원에서 2020년 113조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료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포괄수가제의 실시, 보장하는 의료 질환의 변화 등 병원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다차원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원은 의료서

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일찍이 시작하였다.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고

급 의료시설을 완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업에서만 도입할 법한 직원들의 친

절서비스 교육도 이제는 병원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기업의 경쟁력

이 제품의 질에서 고객이 기업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와 경험 등의 브랜드로 이동하

였듯이, 병원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 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쟁력이 직원들의 친절

과 고객 편의 시설 등의 고객의 경험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이다.

병원을 비롯하여 기업과 정부 등 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이미 활

발하게 진행되었다. 고객과의 접점과정 중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친절한 응대, 고객의 신속한 문제해결, 고객 입장에서의 이해 등 직무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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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행위적 성과를 보이게 된다면, 고객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

을 갖게 된다는 연구도 그 중의 일환이다(김정희, 김형길, 2005). 특히 서비스 질 향

상을 위한 조직의 몰입정도(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이하

MCSQ)가 기업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행동이

서비스 성과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기제라고 밝힌 바 있다(Hartline, Ferrell, 1996).

하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의 몰입정도가 서비스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MCSQ를 경영진의 관점에서만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Bowen, Lawler, 1995; Forrester, 2000; Hart et al., 1990).

Babakus(2003)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직원들이 인식하는’ 서

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몰입이 직원들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끼쳐 결국 서

비스 성과를 가져오는 매카니즘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의 조직몰입을 정서적

인 몰입에만 한정시켰고 직원들의 성격이나 개성 등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병원 조직은 정부나 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병원의 특

성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

선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으로 수많은 직종이 함께 일한다. 그 중 간호사는 병

원 내에서 가장 큰 단일 집단으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마케팅은 병원경

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차선경, 2000). 특히 간호사의 업무 성격상 환자들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태도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병원경영에 기여하는 중요 요인으로 강조되었다(오숙희, 2004;

임지영 2005).

그러나 간호사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임상

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이다. 특히 한국에 있는 병원은 철저히 의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형태로 병원

내 타 직종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병

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재평가 된다면 병원 내 의사가 가지는 파워가 타 직종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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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되는 역할은 물론 병원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이번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의 노력 정

도가 간호사들의 서비스성과인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의 몰입과 관련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

완할 것이다. Babakus(2003)가 앞서 연구한 MCSQ가 직원들의 정서적 몰입에만 한

정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입 등과 같이 조직

몰입의 제요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가

MCSQ가 직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이것이 다시 서비스 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번 연구는 MCSQ가 직원의 정서적 조직몰입 뿐만 아

니라 지속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주며, 이러한 제요소는 서비스

성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밝힐 것이다.

둘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양한 것은 자명한 일로써, 병원에서 일

하는 간호사들의 개인적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성향에 따른 고객지향성의 차

이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 등 서비스성과

에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

에 따라 향상초점과 방어초점의 정도가 다르므로, 간호사의 조절초점에 따라 고객

지향성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절초점이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이번 연구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이번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동기와 목적을 제시하고 각 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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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주제와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 구성개념에 대해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을 제시하였고,

4장에서는 연구의 세부적 진행 절차와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 분석 결과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출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전반적인 연구의 요약

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이번 연구결과의 결론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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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MCSQ(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1.1 MCSQ의 정의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은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이다

(Sureshchandar et al., 2002). Boshoff와 Allen(2000)은 최고 경영진이 비록 서비스

접점 직원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심과 몰입은 직원

들이 목표하는 서비스 질을 성취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경영진의

서비스 질에 대한 몰입정도(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MCSQ)

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돕는 데 작용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Ahmed와 Parasuraman(1994)은 MCSQ란 ‘품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직원들의 솔

선수범을 유도하는 회사의 정책 등 회사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또 Hartline와 Ferrell(1996)은 관리자의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감정적인 열망이 MCSQ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경영진의 서비스 질에 대

한 철학(Sureshchandar et al., 2002), 고위 경영진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

는 몰입도(Boshoff, Allen, 2000) 등으로 MCSQ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MCSQ를 오로지 경영진의 관점으로 개념화하고 측

정하였으므로, 직원들이 인식하는 경영진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몰입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따라서 MCSQ는 경영진이 생각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

한 몰입 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이 느끼는 MCSQ로 정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

다(Forrester, 2000). 이에 Babakus(2003)은 서비스업 직원들이 평가하는 조직의 서비

스 질 향상을 위한 몰입을 진정한 MCSQ라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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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CSQ의 선행연구

MCSQ의 잠재변수는 직원채용(Recruitment and Selection of frontline

employees), 교육훈련(Training),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 보상(Rewards),

권한위임(Empowerment), 성과감독(Performance Reviews) 등 무수히 많다(Rogg et

al., 2001; Schneider et al., 1998). 이러한 잠재변수 중에서 Bowen와 Lawler(1995),

Hart와 그의 동료들(1990), Tax와 Brown(1998) 등은 교육훈련, 권한위임, 보상의

세 가지가 MCSQ를 설명하는 최고의 변수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훈련, 권한

위임, 보상은 각기 개별적, 독립적으로 MCSQ를 구성하는 변수로 연구되었다.

Forrester(2000)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MCSQ를 설명하는 변수 중 교육훈련

은 권한위임과 보상이 없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Bowen와 Lawler(1995)은 권한위임이 교육훈련 및 보상과 함께 MCSQ에 구성하지

않는다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MCSQ를 설

명하는 변수로 교육훈련, 권한위임, 보상을 사용하되, 경영자의 관점이 아닌 직원이

인식하는 것으로, 또 각기 독립적인 요소가 아닌 동시에 MCSQ를 구성하는 요인으

로 진행하고자 한다.

1.2.1 교육훈련(Training)

Bettencourt와 Gwinner(1996), Hart(1990)와 동료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접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무와 행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직원들이 직무에 맞는 대인관계 기술이 없다면 고객

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는 물론, 고객의 불평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Boshoff,

Allen 2000). Bitner, Booms와 Tetreault(1990)의 연구에 의하면, 고객들이 불만족하

는 서비스의 40% 이상이 직원들의 무능력과 동기부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도 했다.

MCSQ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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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이 많고 더욱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MCSQ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Tsui et al., 1997). Sweetman(2001)은 총 32개국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은 보편적으로 조직몰입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을 보여주었다.

1.2.2 권한위임(Empowerment)

권한위임은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와 능력’이다(Forrester, 2000). 권한위임은 조직

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에 핵심요소(Conger, Kanungo, 1998)이기도 하며, Disney

World와 같은 기업에서는 성공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Tschohl, 1998). 또한 권한위임은 긴 상명하달의 체계 없이 서비스 접점 직원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Lewis,

Gabrielsen, 1998). 경영자는 불만족하는 고객에게 빠르고 알맞게 반응하기 위한 수

단으로 서비스 접점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Spreng et al., 1995).

권한위임이 직무만족(Eylon, Bamberger, 2000; Spreitzer et al., 1997)과 조직몰입

(Koberg et al., 1999; Liden et al., 2000)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명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그리고 Argyris(1998)은 권한위임이 직원들의 내적인 몰입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경영진이 직원들을 조직에 더욱 몰입시키기 위해

서는 더 많은 권한을 직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비스산업에

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Fulford(1995), Liden와 동료(2000)들은 권

한위임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1.2.3 보상(Rewards)

조직에 알맞은 보상 정책을 가지는 것은 서비스 접점 직원들이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불평을 처리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Bowen, Johnston, 1999). 조직의 보상 구조(Reward Structure)는 직원들의 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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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Lawler, 2000), 만약 직원들의 성과에 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불평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해소하려는 서비스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판영, 민양기, 2007).

또한 보상은 서비스 품질,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직 의도를 감소시

키기도 한다(Allen et al., 2003; Chiang, Birtch, 2005; 정병재, 2002).

제 2 절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

2.1 조직몰입의 정의

조직몰입은 공공조직이나 서비스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성과 지향적 구성원의 태

도로 재조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Balfour, Welchsler, 1996).

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정서적 애착 그리고 조직

자체에 대한 열렬한 애착’으로 정의하여, 조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강조했다.

Mowday와 그의 동료들(1979)은 조직몰입을 ‘개인이 조직과 동일시(identification) 하

거나 조직에 헌신하려는 상대적인 정도’라고 정의했으며, 이러한 개념에는 조직이 추

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신뢰,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 조직원으로 남아 있

고자 하는 의욕과 같은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llen, Meyer(1996)은 조직몰입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감정적으로 애

착을 가지고 조직구성원으로 남고 싶은 바람, 개인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

에 조직에 남기를 바라는 심리적 필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의무’라고 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직몰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양참삼(1993)은 조직몰입을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하여

강하게 신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욕을 가지

고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조경호(1994)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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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을 ‘조직과 그 구성원간의 제 가치와 목적이 합치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

다. 김구(2005)는 조직몰입은 조직과의 일체감,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 조직목표

에 대한 신념, 수용, 충성과 같은 조직이 지향하는 이념과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차

원이 있으며, 조직에 대한 애착,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에 계속해

서 머무르고자 하는 욕구,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등 조직에 대한 사랑과 애

정을 나타내는 차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조직업무에 대한 열정, 목표달성을 위한 작

업의도와 이를 위한 노력 등 구체적 행동의지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 했다.

기존의 연구가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파악한 것에 비해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조직몰입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에 대

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던 Mowday, Steers와 Porter(1979)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로 단일차원으로 파

악했다. 즉, Mowday에 의해 개발된 조직몰입의 측정도구인 조직몰입설문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은 실제로 조직몰입을 정서적 차

원으로만 전제 하고 있어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다양한 동기를 간과

하였다. 이에 반해 Meyer와 Allen(1984), O'Reilly와 Chatman(1985) 등은 조직몰입

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태도가 아니므로 조직몰입을 다차원적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성과가 높다는 식

의 단순관계는 재검증되어야 하며(Becker, 1992), 조직몰입의 유형에 따라 직원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조직몰입의 유형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2 조직몰입의 유형

조직몰입의 유형은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보는 것이다(양원규, 2010). 우선, 단일차원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태도적 접근방법

과 행태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진다(Reichers, 1985). 태도적 접근방법은 조직몰입을

개인과 조직 간의 어떤 심리적 유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행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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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은 조직몰입을 감정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과거행위에

의하여 조직에 동화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적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Meyer, Allen, 1991; Mottaz, 1989).

조직몰입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한 학자로, Etzioni(1964)은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

의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 조직에서 행사하는 권력유형에 기초하여 소외적 몰입, 타

산적 몰입, 도덕적 몰입을 제시 했다. McGee, Ford(1987)는 조직몰입을 지속적 몰

입과 정서적 몰입으로 Balfour, Wechsler(1996)은 일체화몰입, 제휴몰입, 교환몰입으

로 파악하였다. 또한 O'Reilly, Chatman(1985)은 조직몰입의 세 가지 동인인 추종

(compliance), 동일시(identific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제시했다. 추종은 보

수와 같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조직을 수용하는 것이며, 동일시는 만족스러운 인

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향을 수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면화는 조직의 가

치가 구성원들에게 내재적 보상(rewards)이 되고, 개인의 가치와 일치하게 되는 것

을 의미한다. Meyer, Allen(1990)은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유형화 하였다.

2.2.1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으로 정의된다. 정서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와 강하게 일체감을 갖고, 조직의 일부분으로 남

기를 바란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조직에 몰입한다(양원규,

2010). 즉, 충성심, 매력, 소속감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해 소속된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갖는 것을 뜻한다(O'Reilly, Chatman, 1985). 정서적 몰입

은 조직에 대하여 열의와 충성심을 스스로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이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조직과 연계를 맺으려는 욕구 등의 정서적 반응이다. 정서적 몰입은 직

무경험으로부터 나타나며,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욕구나 기대에 부합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온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해당 조직에 더 강한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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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지속적 몰입은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고려하여 조직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속적 몰입의 개념은 Becker(1960)의 사이드-베트(side-bats)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경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직에 따른 비용과 조직구성원으

로 남아 있을 때의 이익을 비교해서, 조직을 떠날 때 보다 남아 있을 경우에 더 이

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정서적 몰입

과는 다소 차원을 달리하는 조직몰입의 행태이다. 정서적 몰입은 스스로 원해서 몰

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 몰입은 필요에

의해 구성원들이 조직에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직무에 임하는 경우

가 많아 조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2.2.3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책임감 혹은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남아서 몰입하는 것

이다. 이는 Wiener, Vardi(1980) 및 Wiener(1982)가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이해

관계를 충족시키는 식으로 행동하려는 내면화된 규범적 압력의 총체라고 한 것처럼

의무감에 기초한 몰입이다. 이는 조직구성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도덕적이라

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서의 의무에 대한 구성원의 믿음으로, 구성원이 조

직의 목표, 가치 및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Meyer, Allen, 1991). 그러므로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

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

적 가치관으로서, 조직의 목적이나 이득을 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

하는 내적인 규범체계이다. 규범적 몰입은 정서적 몰입과 유사하나 조직에 몰입해

야만 한다는 사회의 규범에 의해서 몰입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양원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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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가지 조직몰입의 유형이 가리키는 심리적 상태의 성격은 다르다. 즉,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남아 있기를 원하기(want to) 때문에 남아 있고, 지

속적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기(need to) 때문에 남아있으며, 규

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남아있어야 할 의무가 있기(ought to) 때문에 남는다

는 것이다(Meyer, Allen, 1991; 고종욱, 장인봉, 2004). 즉, 조직구성원은 3가지 측면

의 몰입을 각각 다른 수준에서 느낄 수 있다.

조직몰입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적 몰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지속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김호

정, 1999; 조경호, 1994; 최창현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몰입을 다차원적 개념

으로 파악하여, Meyer와 Allen(1991)이 제시한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Babakus(2003)가 Bagozzi(1992)의 태도이론을 사용하여,

‘구성원이 인식한 MCSQ가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정서적 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

을 주고 이것이 다시 서비스 성과를 좌우’하는 ‘평가(appraisal)-정서적 반응

(emotional response)-행동(behavior)’의 연구모형을 적용한 것에 대해, 필자는 조직

몰입에는 정서적 몰입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몰입을 함께 볼 필요성이 있

다는 것을 제기한다. 즉, 정서적 몰입과 더불어 다른 차원의 조직몰입은 서비스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의 세기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2.3 조직몰입의 선행요인과 결과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은 개인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조직구조특성요인 등 다양하

다. 이외에도 집단태도, 조직신빙성 등 작업경험요인, 역할갈등, 역할과부하 등의 역

할요인, 참여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 리더요인 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개인특성요인에는 연령, 근속연수, 능력, 신뢰 등이 있었으며, 조직몰입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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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Bateman, Strasser, 1984). 반면에 교육수준은 부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Morris, Sherman, 1981; Steers, 1977). 직무특성요인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무범위는 개인적인 도전의식을 고무시켜 조직몰입과 긍

정적인 관계(Huang, 2000)를 보였지만, 역할갈등과 모호성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

냈다(Morris, Sherman, 1981). Steers(1997)은 권한의 증대와 좋은 팀워크는 조직몰

입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조요인에서는, 조직에 대

한 태도, 신뢰, 투자, 보상 등이 조직몰입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Angle, Perry, 1981; Buchanan, 1974; Cohen, 1992; Morris, Sherman, 1981;

Steers, 1977).

조직몰입과 관련된 결과변수로는 직무성과, 직무만족, 근속연수, 이직의도 등이

연구되었고,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직무성과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wday

et al., 1982; Reichers, 1985; Roca-Puig et al., 2007; Steers, 1997). 특히 직무만족

은 조직몰입의 결과변수 또는 선행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조직몰입과 매우 긍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ryee et al., 1990; Bateman, Strasser,

1984). 근속연수는 조직몰입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은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Angle, Perry, 1981; Jaros et al., 1993; Mowday et al.,

1979; Steers, 1977).

Babakus(2003)는 정서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MCSQ, 즉,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경영진(조직)의 몰입도를 선행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훈

련, 권한위임, 보상의 세 가지를 MCSQ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했다. 이는 앞서 제시

한 조직몰입의 선행요인 중 직무특성 요인의 권한과 조직구조요인 중 보상 등과 관

련되어 있다. 또한 Babakus(2003)는 결과변수로서 서비스 성과(구체적으로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의 대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직무성과와 연관

되어 있다. 본 연구는 MCSQ를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 서비스성과인 고객지향성

을 결과변수로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14 -

제 3 절 서비스성과(Service Performance)

학자들은 서비스성과의 개념적 정의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서비스성과를 고객

의 입장에서 구전 및 구매의도로 보는 관점이 있어 왔고, 직원입장에서 고객지향성

또는 서비스품질로 보는 연구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성과를 직원 입장

에서 스스로 느끼는 고객지향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한다.

Kelley(1992)는 고객지향성을 고객의 요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의사결

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직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수준에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

키기 위한 고객접점직원의 고객서비스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높은 고객지향

성을 보이는 직원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지속적 관계 및 기

업성과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Hoffman, Ingram(1991)은 고

객지향성을 목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경쟁자보다 잘 충족시킴으로써

경쟁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이해에 가장 부합되

는 방향으로 충족시키려는 대고객 접근자세라고 하였다.

고객지향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Williams와 Attaway(1996)는 직원의 고객지향성

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한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쳐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 구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밝힌 적이 있다. 유시정, 민소라(2008)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직의 서비스지향

성이 직원만족과 서비스성과의 관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실시

하였는데, 특히 직원만족과 서비스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원만족 요인이 고객지향

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조직의 간호사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성과를 직원의 입장에서

스스로 평가한 고객지향성으로 보았다. 왜냐면 병원의 직접적인 소비자라고 할 수 있

는 환자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과는 다르게 몸이 아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대한 구전효과나 재방문 의사 등을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묻는

것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질병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

객의 관점에서 서비스성과를 측정 시, 결과값을 신뢰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 15 -

제 4 절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조절초점은 Higgins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Higgins(1997)는 쾌락주의

의 원리가 여러 경험적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고는 있지만, 인간의 포괄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 쾌락주의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실제 어

떠한 동기로 인해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지, 또는 고통을 회피하는지 증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Higgins(1997)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조절초점

유형을 제시했다. 이는 사람들이 지닌 목표의 유형과 달성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이

다.

4.1 향상초점(Promotional Focus)

향상초점은 만족스럽거나 바라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향상 시키려

는 목표를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Shah, Higgins와 Freidman(1998)에 따르면, 향상

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열망과 성취를 강조하고 긍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강한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은 성취 목표와 관련된 유인에 더 동기화 되게

마련이다. 또한 이들은 무획득 보다 획득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며, 목표 달성을 위

해 획득 전략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Higgins, 1997).

4.2 방어초점(Preventive Focus)

이와 반면에 방어초점은 불만족스럽거나 바라지 않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양윤, 김은숙,

2008). 마찬가지로 Shah, Higgins와 Freidman(1998)에 따르면, 방어초점을 가진 사

람들은 책임과 안전을 염려하고 부정적 결과에 관심을 항상 맞춘다. 따라서 방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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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사람은 안전 목표와 관련된 유인에 더 동기화 되며, 무손실 보다 손실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Idson et al., 2000). 향상초점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방어초점을 지

닌 사람들은 회피 전략 수단을 사용한다(Higgins, 1997).

조절초점은 만성적인 개인차가 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도될 수

도 있다. Higgins(1997)는 한 개인이 가진 조절초점은 성격과 같이 잘 변하지 않는

개인차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

험을 통한 상황적 조작을 통해 향상초점이나 방어초점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 조절초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기질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

추었으나, 또 다른 연구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에 따라 조절초점이 일시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조절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즉, 초절초점은 사람의 만성적 성향에 따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제시되는 정보처리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Crowe, Higgins, 1997; Shah, Higgins, 1997).

본 연구는 개인의 본래적인 조절초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Higgins(1998)

에 따르면, 개인은 직접 경험한 목표 성취 경험을 통해서 만성적인 조절초점을 형

성한다고 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간호사들도 과거의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

서 획득한 조절초점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

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간호사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같은 직업군을 형성한 사람들이 조절초점의 차이에 의해 고객지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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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가설

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인식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의 몰입(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MCSQ)’이

직원들의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에 영향을 주고, 조직몰입은 다시 서

비스성과(Service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

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의 개인적인 성향, 즉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을 유발하

는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에 따라 직원들의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잘 나타내 주는 연구모형

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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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MCSQ가 간호사들의 조직몰입

에 영향을 주고,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다시 서비스성과인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조절초점에 따라서 조직

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2.1 MCSQ와 조직몰입의 관계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MCSQ를 구성하는 측정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

만, Bowen, Lawler(1995), Hart와 동료들(1990), Tax, Brown(1998)은 교육훈련, 권

한위임, 보상이 MCSQ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세 가지 중

에서 어느 한 가지만 독립적으로 MCSQ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서, 교육훈련, 권한

위임, 보상을 동시에 MCSQ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하였다

(Forrester, 2000; Bowen, Lawler, 1995). Babakus와 동료들(2003)은 서비스기업 직

원이 인식하는 MCSQ의 측정변인으로 교육훈련, 권한위임, 보상을 설정하고, 이것

이 직원들의 정서적인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정서적인 반응은 조직몰

입 유형 중 하나인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었다. 그 둘은 모두 유의미한 긍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Hartline, Maxham와 McKee(2000)는 기업의 서비스 향

상을 위한 고객지향적 전략이 직원들의 정서적인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MCSQ가 직원들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기본적으로 수긍하며 진행한다. 덧붙여, 조직몰입의 유형에는 정서적 조

직몰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입이 있다는 것(Meyer,

Allen, 1990)을 전제로, MCSQ가 조직몰입의 제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

각 밝히고자 한다.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의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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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은 Meyer와 Allen(1984), O'Reilly와 Chatman(1985)이 주장하였듯이, 조직

몰입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지속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규범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

Mowday와 동료들(1982)은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직무성과 수준도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외에도 Mathieu, Zajac(1990), Ketchand, Strawser(2001) 등 많은 학자

들은 조직몰입의 결과변수로 직무성과 관련요인, 이직의도, 이직행동 등을 제시하여

조직몰입이 기업 유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조직몰입과 서비스 기업에서의 직무성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도 있었다. 즉, 구성

원의 조직몰입이 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Boshoff,

Tait(1996)는 금융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정서적 조직몰입(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혀냈다. 또 그는 후에 Allen(2000)과의 연구에서, 서비스 실패 상황(Service Failure)

에서 서비스 회복의 성과(Service Recovery Performance)에도 정서적 조직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shill과 동료(2006)들은 뉴질랜드 정부

조직에서 나타난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서비스 회복 성과에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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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다차원적인 유형(Meyer, Allen, 1991)이 서비스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의 서비스성과는 구체적으로 구성

원의 입장에서 본 고객지향성을 의미한다. Meyer, Allen(1991)에 의하면, 정서적, 지

속적, 규범적 몰입은 조직몰입의 유형이기 보다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조직몰입의 제요소는 상호간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조직구성원

은 3가지 차원의 조직 몰입을 각각 다른 수준에서 느낄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성

원의 정서적 몰입뿐만 아니라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도 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특히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스스로 원하는 몰입이기 때문에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지속적 몰입은 필요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조직

에 잔류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이기형, 2006).

즉,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몰입인데 반해,

지속적 몰입은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손실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

자발적 몰입이다(Allen, Meyer, 1990). 종합하여 고객지향성을 구성원 각자의 자발

적인 대고객서비스 행동이라고 볼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직무에 임하려는 지속적

몰입은 고객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구성원의 지속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구성원의 규범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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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

Higgins(1998)의 조절초점 이론에 따르면, 향상초점 또는 방어초점을 가진 사람은

서로 다른 욕구 상태를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고 한다. 즉, 향상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망-접근 수단(eagerness-approach

means)을 이용하고 방어초점을 지닌 사람은 경계-회피 수단(vigilance-avoidance

means)을 사용한다. 만약 개인이 성공하려는 동기를 갖고 업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면, 성공에 이르는 그들의 전략은 ‘열망-접근’과 ‘경계-회피’ 수단

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Higgins, 2000).

향상초점의 사람은 조직에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과를

최대화하기를 원한다. 즉, 그들은 조직이 부여하는 목표 과업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조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획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방어초점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단순히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표며,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진다. 즉, 주어진 과

업 이상의 성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되도록 회피하

려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조절초점에 따른 개인적인 성향을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유형에 비교

해 보면,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정서적 조직몰입이 강한 사람은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비전을 본인의 목표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즉, 정서적 몰입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 대하여 강한 열의를 가지며, 조직에 대한 자

부심이나 조직과 연계를 맺으려는 욕구 등을 가진다. 이는 직무경험으로부터 나타

나기 마련이다. 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욕구나 기대에 부합하는 경험을 많이 성취하

고 획득한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해당 조직에 더 강한 감정적인 애

착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희망, 성취, 획득 등과 같이 향상초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특징을 정서적 몰입이 강한 사람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지속적 몰입이 강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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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다. 즉, 본인이 조직을 그만둘 때의 손실과 계속 남아 있을 때의 이익을 따

져보고, 이익이 더 클 경우에만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몰입 유형이다. 이러한 지속

적 몰입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직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의 새로운 변화나 목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즉, 정서적 몰입을 가진 사람들

보다 성취나 성과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안정적으로만 본인의 과업을 수행하려는 위

험 회피자의 성향을 지닌다. 이는 조절초점 유형 중에서 경계, 회피, 안정 등의 성

향을 가진 방어초점의 사람과 매우 유사한 반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몰입

정도가 구성원들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줄 때, 조절초점의 유형에 따라서 그 영향

력이 다를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조절초점에 의해서 조직

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는 조절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3.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

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3-1. 정서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3-2. 지속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3-3. 규범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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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수집 및 표본의 구성

1.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질문함으로써 측정도구의 변

화에 따른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채서일, 2002).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선별하여 구할 수 있었다.

설문지 배포와 수집은 2012년 8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

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60부가 배부되었고 151부가 회수되어

94.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설문누락이 5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이 7

부로써, 총 139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2개 병원의 간호부장 및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와 협조하여 이루어졌다. 즉, 총 3개의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가 먼저 연구의 목적을 각 병원의 간호부장 또는 간호사에게 메일로 설명을 드리

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드렸다. 그리고 각 병원에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

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미리 준비해간 프린트된 설문지를 설문조사 협조에 응해주신

간호부장 및 간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동봉할 수 있는 봉투도 함께

준비하여 설문지 답변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원 내에서 설문지

를 직접 배부할 간호사에게 이번 설문조사가 병원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

에 간호사들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설문지 표지에 있는 ‘설문에 앞서 드리는

글’을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에 앞서 드리는 글’에는 설문에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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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응답하라는 요청과 함께 회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 회수는 배부와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설문지가 동봉된

봉투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2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는 총 139명이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에 의한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살펴본 것이 <표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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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성 별
여자 137 98.6

남자 2 1.4

보 직
예 13 9.4

아니오 126 90.6

연 령

20대 71 51.1

30대 40 28.8

40대 22 15.8

50대 6 4.3

근속연수

1년 미만 10 7.2

1~5년 61 43.9

6~10년 23 16.5

11~15년 16 11.5

16~20년 12 8.6

20년 이상 17 12.2

근무지

외래 8 5.8

병동 94 67.6

응급실 4 2.9

중환자실 18 12.9

기타 15 10.8

전체 조사대상자 139명 중 남자가 2명(1.4%), 여자가 137명(98.6%)으로 여자가 대

부분이었으며, 보직 여부의 경우는 파트장 이상인 경우가 13명(9.4%), 파트장 이상

이 아닌 경우가 126명(9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71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0명, 28.8%), 40대(22명, 15.8%), 50대(6명, 4.3%)의 순이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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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수는 1~5년이 61명(43.9%), 6~10년(23명, 16.5%)의 순으로 많았으나, 20년 이상

도 17명으로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병원 내 근무지는 병동이

94명(67.6%)으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실(18명, 12.9%), 기타(15명, 10.8%), 외래(8명,

5.8%), 응급실(4명, 2.9%)의 순이었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1 MCSQ(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MCSQ를 ‘조직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

다. 본 연구는 MCSQ를 측정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권한위임’, ‘보상’의 3가지 요인

을 사용했다. 교육훈련은 Boshoff와 Allen(2000)이 개발한 6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예를 들면, ‘우리 병원 직원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는다.’, ‘우리 병원 직원들은 고객 불평을 처리하기 위해 훈련 되어 있다.’

등이다. 권한위임은 Hayes(1994)가 개발한 5가지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

어 ‘나는 고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상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나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방법을 수행해도 된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은

교육훈련과 같이 Boshoff와 Allen(2000)이 개발한 5가지 문항으로 측정했다. 예를

들면, ‘내가 받는 보상은 고객의 서비스 평가에 좌우된다.’, ‘나는 불평하는 고객을

만족시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MCSQ 측정을 비롯

하여 모든 설문지 응답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2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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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을 Allen와 Meyer(1996)가 주장하였듯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이 간호사로서 Allen와 Meyer(1996)가 개발한

문항을 병원에 맞게 조정하였다. 정서적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으로써, 정서적 조직몰입을 묻는 설문문항은 ‘나는 정말로 병원의 문제

를 내 문제처럼 느낀다.’, ‘나는 병원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 조직몰입은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고려한 조직몰입도

로써, ‘나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병원

을 떠날 경우에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내가 할 만한 다른 직업이 없다는 것이다.’

등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조직몰입은 조직에서의 의무에

대한 구성원의 규범체계로써, 설문문항은 ‘나는 병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의

무감을 느낀다.’, ‘나는 우리 병원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등이 있다. 정서적 조직

몰입, 지속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입 각각의 6개 문항 총 18개 문항으로 조직몰

입을 측정하였다.

2.3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조절초점은 Higgins가 개발한 이론으로써, Higgins와 그의 동료들은 주관적인 성공

과 실패를 기반으로 조절초점 질문문항을 개발하였다(Higgins et al., 2001).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절초점 질문문항 중 향상초점은 6개 문항, 방어초점은 5개 문항이

다. 하지만 이 문항을 모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첫째

는 학생들과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성공과

실패에 따라 원문이 긍정문 혹은 부정문, 의문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들이 질

문의 의미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하영원, 2011).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 조절초점 질문사항을 특정 대상이 아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변경

하였고, 질문은 모두다 긍정문으로 수정하였다. 향상초점의 문항은 ‘다른 사람과 비교

할 때,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대체로 잘 얻는 편인가?’, ‘당신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서 종종 성공하는 편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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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문항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곤경에 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가?’, ‘당신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제를 잘 따르는 편인가?’ 등으로 구성되

었다.

2.4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을 ‘고객을 위해 직원이 제공하는 행동, 태도 및 의지’라고

정의했다. 고객지향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Williams(1992)가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한 9개 문항 중 5개 문항을 선택(유시정, 민소라, 2008)하여 병

원에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 고객지향성의 설문문항은 ‘나는 근무 중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고객 불만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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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는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각 요인별로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

정도구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도구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인 잠재변인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이는 구조방정식에서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을 설명하는 이론 구조의 선행요건으로 여겨진다.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요

인으로 묶인 측정항목은 동일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개념별

로 구성된 설문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고유치(Eigen

Value)를 기준으로 한다. 또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사용하여 각각의 설문문

항이 해당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안광호, 임병훈, 2006).

신뢰도란 척도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척도에 대한 신뢰도 평가

없이는 어떤 측정도구도 타당성을 가진 척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측정도구가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다.

1.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

하기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 30 -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안광호, 임병훈, 2006).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CA) 중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본이 50개 이상이어야 하

는데, 본 연구는 표본수가 139개 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채서

일, 2001). 아울러 각 변수의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0.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수적인

기준은 ±0.40 이상이다. 그리고 ±0.50 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갖는다고

본다(Hair et al., 2006; 강병서,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요인적

재량 ±0.4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MCSQ, 조직몰입, 조절초점, 고객지향성이다.

MCSQ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육훈련’ 6문항, ‘권한위임’ 5문항, ‘보상’ 5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조직몰입은 ‘정서적 조직몰입’ 6문항, ‘지속적 조직

몰입’ 6문항, ‘규범적 조직몰입’ 6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절초점은 ‘향

상초점’ 6문항, ‘방어초점’ 5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고객지향성은 5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MCSQ와 조직몰입, 조절초

점의 측정도구 각각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지표로써,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써, 일반적으로 KMO  .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80~.89면 꽤 좋은 편, .70~.79면 적당한 편, .60~.69면 평범한 편, .50~.59면 바람직하

지 못한 편, .50 미만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송지준, 2009).

1.1.1 MCSQ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MCSQ의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총 16문항을 투입하였다. 본 분석에서의 K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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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유의확률

= .000으로써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이 3개가 존재했다. 1

요인은 설명변량이 27.824%, 2요인은 19.423%, 3요인은 19.251%로 3요인까지 설명

된 총 변량은 66.497%이고, 4요인부터는 크게 누적변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즉, 3개

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각회전(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회전된 성분행렬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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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CSQ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3

교육훈련3 0.870 　 　

교육훈련2 0.850 　 　

교육훈련5 0.849 　 　

교육훈련4 0.844 　 　

교육훈련1 0.771 　 　

교육훈련6 0.761 　 　

보상4 　 0.816 　

보상5 　 0.805 　

보상3 　 0.759 　

보상1 　 0.688 　

보상2 　 0.669 　

권한위임5 　 　 0.823

권한위임4 　 　 0.775

권한위임1 　 　 0.762

권한위임3 　 　 0.715

권한위임2 　 　 0.715

Eigen Value 4.452 3.108 3.080

분산설명(%) 27.824 19.423 19.251

회전된 성분행렬은 베리맥스의 회전법에 의해서 5차례 반복계산 후에 얻어진 결

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요인에 6개의 항목, ‘보상’ 요인에 5개의 항목,

‘권한위임’ 요인에 5개의 항목이 결정되어 제거되는 항목 없이 그대로 분류되었다.

1.1.2 조직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조직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총 18문항을 투입하였다. 본 분석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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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 = .902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유의확률 = .000으로써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여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이 3개가 존재했다. 1요

인은 설명변량이 35.297%, 2요인은 14.422%, 3요인은 13.240%로 3요인까지 설명된

총 변량은 62.960%이고, 4요인부터는 크게 누적변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즉, 3개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각회전(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전된 성분행렬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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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3

정서몰입4 0.888 　 　

정서몰입3 0.884 　 　

정서몰입5 0.875 　 　

정서몰입6 0.854 　 　

정서몰입2 0.835 　 　

정서몰입1 0.731 　 　

규범몰입4 0.671 　 　

지속몰입1 0.659 　 　

지속몰입5 0.618 　 　

규범몰입1 0.553 　 　

규범몰입3 　 0.776 　

규범몰입5 　 0.701 　

규범몰입6 　 0.504 　

지속몰입2 　 0.480 　

지속몰입4 　 　 0.801

지속몰입3 　 　 0.697

지속몰입6 　 　 0.661

규범몰입2 　 　 0.500

Eigen Value 6.354 2.596 2.383

분산설명(%) 35.297 14.422 13.240

회전된 성분행렬은 베리맥스의 회전법에 의해서 4차례 반복계산 후에 얻어진 결

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조직몰입’ 요인에는 6개의 항목이 투입되어 제거

되는 항목 없이 그대로 분류되었으나, ‘규범적 조직몰입’ 요인에는 6개의 항목이 투

입되어 규범몰입1과 규범몰입2, 규범몰입4의 3개 항목이 제거되고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속적 조직몰입’ 요인에도 6개의 항목이 투입되어 지속몰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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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속몰입2, 지속몰입5의 3개 항목이 제거되고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1.3 조절초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조절초점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총 11문항을 투입하였다. 본 분석에서의

KMO = .713으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유의확

률 = .000으로써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여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2개가 존재했다. 1

요인은 설명변량이 25.362%, 2요인은 17.729%로 2요인까지 설명된 총 변량은

43.090%이고, 3요인부터는 크게 누적변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즉, 2개의 요인이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각회전(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전된 성분행렬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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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절초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향상초점10 0.770 　

향상초점9 0.735 　

향상초점11 0.723 　

향상초점7 0.614 　

향상초점1 0.519 　

방어초점8 0.488 　

향상초점3 0.404 　

방어초점4 　 0.776

방어초점2 　 0.735

방어초점5 　 -0.578

방어초점6 　 0.434

Eigen Value 2.777 1.963

분산설명(%) 25.362 17.729

회전된 성분행렬은 베리맥스의 회전법에 의해서 3차례 반복계산 후에 얻어진 결

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향상초점’ 요인에는 6개의 항목이 투입되어 제거되는 항

목 없이 그대로 분류되었으나, ‘방어초점’ 요인에는 5개의 항목이 투입되어 방어초

점8의 1개 항목이 제거되고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2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과정을 통하여 부적절한 항목들을 일부 정제한 후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변수의 신뢰성을 Cronbach's α 계수에 의해 분석하였다.

신뢰도 측정방법에는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일관성 분석방법

(Cronbach's 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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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

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값이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강병서, 김계수, 2011).

<표 5>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도구 요인 최종문항수 Cronbach's α

MCSQ

교육훈련 6 .929

권한위임 5 .835

보상 5 .828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6 .935

지속적 몰입 3 .646

규범적 몰입 3 .703

조절초점
향상초점 6 .706

방어초점 2 .602

고객지향성 5 .780

신뢰도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한 결과, 방어초점의 경우 계수값이

음수가 도출되어 추가적으로 방어초점5, 6 두 항목이 제거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선

택속성에서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외생변수로 MCSQ가 사용되므로, 교육훈련과 권한위임, 보상으로 구성된

MCSQ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모두 .60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제 2 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잠정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대략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잠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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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수를 사용한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고 절대값 1

에 가까울수록 높은 관계를 가진 것이며, ‘-’는 부의 관련성이 ‘+’는 정의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강병서, 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과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결과

 1 2 3 4 5

MCSQ 1 　 　 　 　

정서적 몰입 0.444** 1 　 　 　

지속적 몰입 0.134 0.196* 1 　 　

규범적 몰입 0.428** 0.532** 0.286** 1 　

고객지향성 0.310** 0.404** -0.005 0.316** 1

M 2.938 3.205 2.849 2.669 3.583 

SD 0.532 0.797  0.703  0.730  0.458  

skew 0.109 -0.314 0.000 -0.199 -0.208

kurtosis -0.079 0.344 -0.139 -0.126 -0.236

*는 .05에서 양쪽수준에 유의함

**는 .01에서 양쪽수준에 유의함

분석결과 MCSQ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r=.444)과 규범적 몰입(r=.428), 그리

고 고객지향성(r=.310)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

입은 고객지향성(r=.404)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 몰입은 고객지

향성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규범적 몰입은 고객지향성(r=.316)과 정(+)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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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의 검증

3.1 MCSQ와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MCSQ가 조직몰입의 제유형인 정서적 조직몰입, 지속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개별 문

항, 즉, 하위 측정변수들이 정확하게 잠재변인을 측정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여러 관찰변인으로 구성된 연구 개념에 대한 단일차원성 확인

을 위해 연구자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구조 모형을 확인하고자 할

때 관계의 성립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강병서, 조철호, 2005). 흔히 측정항목 간

의 판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모형의 각 단계에 따라 차원이 적

절히 분리되는지를 파악하고, 자료의 정보를 손실하지 않으면서 모형 검증에 투입

된 측정 변수들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킨

것을 확인한 다음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구하였고 회귀계수를 분석함으로

써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3.1.1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우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아

래와 같이 그렸다. 변량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정규분포성이 확보되어 모형 추정을

위한 구조분석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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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모형

이 측정모형에 의해 얻은 적합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58)

LO90 HI90

지수 50 160 233.2 1.457 .930 .941 .047 .041 .073

기준 <3.0 >.90 >.90 <.10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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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연구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최소한 절대적합도 지수인

CMIN(x²), 표준화된 x²(NC: Normed x²),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의 근사치

오차평균제곱근(RMSEA),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ucker 지수(TLI: Tucker-Lewis

Index)와 비교적합도 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를 권장하고 있다(문수백,

2009).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시된 적합도 지수 평가에서 다섯 가지 요인

의 측정모형이 NC=1.457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켰고, RMSEA를 포함한 다른 모

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회귀계수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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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회귀계수 분석 결과, 먼저 잠재변인들(MCSQ, 정서몰입, 지속몰입, 규

범몰입, 고객지향성) 간의 상관계수값을 살펴보면 0.049~0.646 사이로 나타났다. 모

형 속에 설정된 요인들은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하위요인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되지 않을 만큼 서로 상관이 높지 않아야

한다. 즉,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변별타당도를 위해 최소 .90 이하가 되어야

한다(문수백, 2009).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90 이상이면 두 잠재변인이 같은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90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권한위

임은 권한위임을, 보상은 보상을, 정서적 몰입은 정서적 몰입을, 지속적 몰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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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몰입을, 규범적 몰입은 규범적 몰입을, 고객지향성은 고객지향성을 측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 8> 측정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Estimate

교육훈련평균 <--- MCSQ 0.620

권한위임평균 <--- MCSQ 0.559

보상평균 <--- MCSQ 0.618

정서몰입1 <--- 정서적 몰입 0.712

정서몰입2 <--- 정서적 몰입 0.817

정서몰입3 <--- 정서적 몰입 0.889

정서몰입4 <--- 정서적 몰입 0.905

정서몰입5 <--- 정서적 몰입 0.893

정서몰입6 <--- 정서적 몰입 0.850

지속몰입3 <--- 지속적 몰입 0.746

지속몰입4 <--- 지속적 몰입 0.783

지속몰입6 <--- 지속적 몰입 0.361

규범몰입3 <--- 규범적 몰입 0.545

규범몰입5 <--- 규범적 몰입 0.777

규범몰입6 <--- 규범적 몰입 0.670

고객지향1 <--- 고객지향성 0.749

고객지향2 <--- 고객지향성 0.577

고객지향3 <--- 고객지향성 0.645

고객지향4 <--- 고객지향성 0.603

고객지향5 <--- 고객지향성 0.648

그리고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기 위한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는 MCSQ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

량이 교육훈련에서 .620, 권한위임에서 .559, 보상에서 .618로 나타났다. 정서적 조직



- 44 -

몰입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정서몰입1에서 6까지 .712, .817, .889, .905,

.893, .850으로 나타났고 지속적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지속몰

입3에서 6까지 .746, .783, .361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규범몰입3과 5, 6에서 .545, .777, .67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객

지향성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고객지향1에서 5까지 .749, .577, .645, .603,

.648로 나타났다.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어야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김계수, 2009).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볼 때, 지속적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변수 지속몰입6은 요인부하량이 .361로 나왔다. 따라서 지속몰입6을 제거하고

다시 측정모형의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9> 측정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최종)와 같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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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측정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최종)

Estimate

교육훈련평균 <--- MCSQ 0.619

권한위임평균 <--- MCSQ 0.558

보상평균 <--- MCSQ 0.620

정서몰입1 <--- 정서적 몰입 0.712

정서몰입2 <--- 정서적 몰입 0.817

정서몰입3 <--- 정서적 몰입 0.889

정서몰입4 <--- 정서적 몰입 0.905

정서몰입5 <--- 정서적 몰입 0.893

정서몰입6 <--- 정서적 몰입 0.849

지속몰입3 <--- 지속적 몰입 0.854

지속몰입4 <--- 지속적 몰입 0.767

규범몰입3 <--- 규범적 몰입 0.548

규범몰입5 <--- 규범적 몰입 0.780

규범몰입6 <--- 규범적 몰입 0.665

고객지향1 <--- 고객지향성 0.749

고객지향2 <--- 고객지향성 0.577

고객지향3 <--- 고객지향성 0.646

고객지향4 <--- 고객지향성 0.605

고객지향5 <--- 고객지향성 0.646

지속몰입6을 제외한 후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설명해주는 정도인 표준화 회귀계

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모두 .50 이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앞서 측정도구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측정모형에서 선정된 이들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만

인정된다면 가설 검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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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 및 가설검증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최대우

도법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기된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절대

적합도 지수인 CMIN(x²), 표준화된 x²(NC: Normed x²), Steiger-Lind의 90% 신뢰

구간의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RMSEA),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ucker 지수(TLI:

Tucker-Lewis Index)와 비교적합도 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비적합도

지수(SRMR: Standized Root Mean Aquare Residaul)를 알아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나타난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40)

LO90 HI90

지수 132 438 635.1 1.45 .904 .918 .0941 .033 .047

기준 <3.0 >.90 >.90 <.10 >.02 <.10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시된 적합도 지수 평가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이

NC=1.45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켰고,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제시된 적합도 지수가

평가 기준을 양호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의 설정을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을 충족시켰으므로 회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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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음의 <그림 4>과 같이 나왔다.

<그림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회귀계수 분석 결과 및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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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정서몰입 <--- MCSQ 1.439 0.322 4.468 *** 0.709

지속몰입 <--- MCSQ 0.961 0.288 3.341 *** 0.450

규범몰입 <--- MCSQ 1.119 0.278 4.026 *** 0.844

고객지향성 <--- 정서몰입 0.213 0.082 2.593 0.010* 0.330

고객지향성 <--- 지속몰입 -0.077 0.070 -1.100 0.271 -0.126

고객지향성 <--- 규범몰입 0.307 0.147 2.080 0.03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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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MCSQ는 정서적

조직몰입(C.R.=4.468, p=.000), 지속적 조직몰입(C.R.=3.341, p=.000), 규범적 조직몰입

(C.R.=4.026, p=.000)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서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C.R.=2.593, p=.0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속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조직몰입은 고객

지향성(C.R.=2.080, p=.0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MCSQ

는 조직몰입의 제유형인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지

만, 조직몰입 중 정서적, 규범적 몰입만이 고객지향성에 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가설 1의 검증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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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지속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구성원이 인식한 MCSQ는 규범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또한 가설 2의 검증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정(+) 또는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구성원의 지속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구성원의 규범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조절초점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대상자인 간호사들을 향상초점과 방어초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된 개인의 조절

초점 점수를 ‘향상초점’의 평균점수와 ‘방어초점’의 평균점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향상초점’의 평균점수에서 ‘방어초점’의 평균점수를 차감한 값의 중위수(Median)인

1.3333을 구하였다. 그러므로 1.3333 이상인 경우를 ‘향상초점’, 1.3333 미만인 경우

를 ‘방어초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이 두 집단으로 구성된 조절초점 변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하영원, 김영두, 2011). 즉, 조절변수가 되는 조절초점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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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변수(nonmetric variable)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수차이의 검증에 의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조절초점’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1=향상초

점’, ‘2=방어초점’으로 코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139명 중에 ‘1’(향상초점)은 76명

(54.7%), ‘2’(방어초점)는 63명(45.3%)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산출된

회귀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12> 향상초점과 방어초점의 회귀계수 분석 결과

구 분 내생변수 외생변수 Estimate S.E. C.R. P Label

향상초점

고객지향 <--- 정서몰입 0.149 0.095 1.568 0.117 par_18

고객지향 <--- 지속몰입 -0.225 0.102 -2.510 0.012* par_19

고객지향 <--- 규범몰입 0.552 0.245 2.259 0.024* par_20

방어초점

고객지향 <--- 정서몰입 0.220 0.143 1.541 0.123 par_38

고객지향 <--- 지속몰입 0.065 0.107 0.603 0.547 par_39

고객지향 <--- 규범몰입 0.125 0.192 0.653 0.514 par_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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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초점 집단에서 지속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C.R.=-2.510, p=0.05)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규범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C.R.=2.259, p=0.05)에 정(+)

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방어초점 집단에서는 고객지향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끼치는 조직몰입의 제유형이 없었다. 모수차이의 검증을 실시하기 위

하여 향상초점의 Label과 방어초점의 Label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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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향상초점과 방어초점의 모수차이 검증

내생변수 <--- 외생변수 집단 Label 모수차이 검증

고객지향 <--- 정서몰입
향상초점 par_18

0.412
방어초점 par_38

고객지향 <--- 지속몰입
향상초점 par_19

2.163
방어초점 par_39

고객지향 <--- 규범몰입
향상초점 par_20

-1.374
방어초점 par_40

모수차이의 검증에 의한 방법은 비제약모형에서 개별 모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

법으로 두 모수의 차이는 z 통계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수차이가 ±1.96 이상

이거나, ±2.58 이상이면 각각 유의수준 α=.05, α=.01에서 유의적이라고 하며, 조절변

수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 간 향상초점과 방어초점 집단의 모

수차이가 0.412, 지속적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 간 향상초점과 방어초점 집단의 모

수차이가 2.163, 규범적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 간 향상초점과 방어초점 집단의 모

수차이가 -1.374로 나왔다. 정서적 조직몰입과 규범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미

치는 영향 관계에서 향상초점과 방어초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지속적 조직몰

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의 모수차이가 ±1.96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모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하였던 가설 3의 검증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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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

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3-1. 정서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3-2. 지속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3-3. 규범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향상초점의 사람이 

방어초점의 사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제 4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인 간의 관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MCSQ

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MCSQ는 조직몰입의 세 가지 차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나왔다. 즉, MCSQ는 정서적 조직몰입, 지속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

입에 모두 유의수준 .001 만큼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 1은 모두

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직몰

입과, 규범적 조직몰입만이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나왔다(p=0.05).

지속적 조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지만(표준화 계수:

-0.12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즉, 가설 2는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다.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향상초점 및 방어초점의 두 집단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정서적 조직몰입, 규범적 조직몰입

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는 조절초점의 조절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는 향상초점과 방어초점 집단이 미치는 영향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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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향상초점을 지닌 구성원과 방어초점을 지닌 구성원의 계

수차이가 z 통계량 ±1.96 이상으로 나와 조절효과가 증명되었다. 특히 향상초점을 지

닌 구성원은 지속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그러나 방어초점을 지닌 구성원은 지속적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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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의 노력정도가 조직 구성원의 서비스 성과

인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

직의 몰입도(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즉, MCSQ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다시 구성원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몇 가지 사

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 권한위임, 보상은 모두 잠재변인 MCSQ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측정변수

인 것이 밝혀졌다. 선행연구(Forrester, 2000; Bowen, Lawler, 1995)와 같이 3가지

측정변수는 동시에 MCSQ를 구성해야 하며 어느 변수 하나가 빠지게 되면 유의미

한 설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 가지 측정변수 중에서도 보상이

MCSQ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교육훈련, 권한위임이 그 뒤를 이었다. 즉,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고 서비스 교육훈련과

구성원의 권한위임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관심이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 MCSQ는 구성원의 조직몰입 제유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타났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몰입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Babakus(2003)는 Bagozzi(1992)의

태도이론을 수용하여 구성원이 MCSQ를 평가(Appraisal)한 후에 정서적 반응

(Emotional Response)을 일으키고 행동(Behavior)하는 과정을 밝혔다. 하지만 조직

몰입을 정서적 몰입에만 한정시켰으며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을 고려하지 않았

다. 이에 조직몰입을 다차원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Allen, 2000)을 상기하여

MCSQ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조직몰입을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했다. 그리고 MCSQ가 세 가지 유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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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서도 MCSQ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규범적 조직몰입이었다. 규범적 몰입이 조직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는 내면화된 규범체계인 것을 고려할 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의

노력이 구성원의 서비스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MCSQ가 조직몰입의 제유형 중 정서적 조직몰입과 지속적

조직몰입 각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지속적 조직몰입에 주는 영향력

은 다른 두 가지 유형보다 다소 떨어졌다.

조직몰입의 제유형과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 몰입은 고객지향성과 영향 관계가

없었다. 다만 지속적 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끼치는 영향은 정서적, 규범적 몰입과 다

르게 부(-)의 방향이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므로 영향을 준

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몰입이 규범적

몰입 보다 더 크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줄 때, 향상초점 집단과 방어초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속적 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는 것이 밝혀졌다. 비록, 두 집단의 구분이 없는 전체 표본에서는 지속적 몰입이 고

객지향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없었지만, 향상초점 집단에서는 지속적

몰입이 고객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p=0.12). 이는 향상초점을 가진 구성원

은 지속적 몰입이 높을수록 오히려 고객지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현재 보다 나아지려는 향상 욕구를 지닌 구성원은 경제적인 이해타산으로 형성되는

지속적 몰입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본

래적 성향이 성취, 도전, 열망의식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통해

조직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행하려는 자세가 오히려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

다고 해석된다. 나머지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고객지향성과의 관계에 있어

서 향상초점과 방어초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병원의 경영진에게 줄 수 있는 몇 가지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다. 첫째, 간호사들의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더불어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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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한위임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병

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행위는 친절서비스 교육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이는 MCSQ

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교육훈련에 해당되지만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보상과 권한

위임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 있다. 환자에게 대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체계가 갖춰지고 불만족하는 환자에게 빠르고 알맞

게 반응하기 위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사들의 정서적, 규범적 조직몰입을 향상시켜야 한다. 연구결과 정서적,

규범적 몰입은 고객지향성을 높이는 확실한 선행변수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교육훈

련, 보상, 권한위임 외에도 간호사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지

원, 복지 개선, 근무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성취 욕

구를 강하게 가지는 간호사들은 경제적인 이해타산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고객지향

성을 방해한다고 나타났다. 즉, 병원에 남아 있을 때의 이익과 나갔을 때의 손해를

따지지 않도록 병원에 대한 애착을 먼저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제공 받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간호

사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은 간호사의 병원조직에 대한 몰입도에

달려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연구 설계와 분석 과정, 연구 결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였는데 간호사 한 사람이 모든 변수를 측정하

였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같은 응답원이 측정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측정의 타당도에 영향을 끼쳐 연

구모형 내 변수 간 관계의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연구결과를 왜곡한다

(Doty, Glick, 1998).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의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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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또는 상급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사를 향상초점 또는 방어초점 집단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Higgins(1998)는 조절초점이 만성적인 개인차가 나기도 하지만 상

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 설문

문항을 조금 변형하여 한 사람에게 향상초점과 방어초점의 성향을 함께 물어보고

나온 결과로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만성적으로 향상초점과 방

어초점이 뚜렷이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향상초점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방어

초점의 양상을 보이기도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를 통해서 상황적으

로 향상초점과 방어초점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의 통제가 미흡하였

다. 본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잠재변수로 병원의 등급, 개인 직급, 근무 장소, 근속연

수 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성원이 인식하는 MCSQ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통제변수를 엄밀하게 설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신뢰성 있는

연구를 증명하기 위해 잠재변수의 발견과 통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존

재 가능한 잠재변수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일

반화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보

다 폭넓게 적용시켜 다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연구결

과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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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설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귀하가 속한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 직원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다. 
1 2 3 4 5

 2. 우리 병원 직원들은 고객과 만나기 이전에 

고객 서비스 교육훈련을 많이 받는다.
1 2 3 4 5

 3. 우리 병원 직원들은 고객을 더 잘 응대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 받는다. 
1 2 3 4 5

 4. 우리 병원 직원들은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되어 있다. 
1 2 3 4 5

 5. 우리 병원 직원들은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다. 
1 2 3 4 5

 6. 우리 병원 직원들은 불평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법을 교육 받는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가 속한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권한위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 되어 있다. 
1 2 3 4 5

 3. 나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4. 나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방법을 수행해도 된다. 
1 2 3 4 5

 5. 나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제권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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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속한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

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내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면,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1 2 3 4 5

 2. 내가 받는 보상은 고객의 서비스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 
1 2 3 4 5

 3. 우리 병원 직원들은 고객에게 친절하게 

잘하면 이에 상응한 보상을 받는다. 
1 2 3 4 5

 4. 우리 병원 직원들은 고객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면 이에 상응한 보상을 받는다. 
1 2 3 4 5

 5. 나는 불평하는 고객을 만족시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가 병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조직몰입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년까지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기쁠 

것이다.  
1 2 3 4 5

 2. 나는 정말로 병원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낀다. 
1 2 3 4 5

 3. 나는 병원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병원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병원이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  
1 2 3 4 5

 6. 병원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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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병원에 대해 느끼는 지속적 조직몰입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병원에 있기를 원하는 만큼 병원도 나를 

필요로 한다.   
1 2 3 4 5

 2. 내가 원한다 해도, 지금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3. 지금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정하면 내 인생의 

많은 것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을 

떠나지 않을려고 한다. 
1 2 3 4 5

 5. 병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병원을 떠날 경우에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내가 갈 만한 다른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가 병원에 대해 느끼는 규범적 조직몰입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병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1 2 3 4 5

 2. 병원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1 2 3 4 5

 3. 지금 병원을 떠난다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병원은 내가 충성을 

바칠만하다.   
1 2 3 4 5

 5. 나는 병원의 상사, 동료, 후배들에게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병원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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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성향의 조절초점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

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대체로 잘 얻는 편인가? 
1 2 3 4 5

 2. 당신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계선을 넘은 적이 있는가? 
1 2 3 4 5

 3. 당신은 힘은 들더라도 흥분될 정도의 일을 

자주하는 편인가? 
1 2 3 4 5

 4. 당신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신경을 

자주 거슬리는 편인가?
1 2 3 4 5

 5. 당신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제를 

잘 따르는 편인가?
1 2 3 4 5

 6. 당신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사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1 2 3 4 5

 7. 당신은 하고자 하는 것을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서 종종 성공하는 편인가?
1 2 3 4 5

 8.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곤경에 

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가?
1 2 3 4 5

 9. 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달성한다.
1 2 3 4 5

10. 나는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느끼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인생에서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은 취미나 

활동을 많이 발견하였다.
1 2 3 4 5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고객지향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십시오.

정 도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근무 중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2. 나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1 2 3 4 5

 3. 나는 근무 중 고객과 자주 접촉하고,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   
1 2 3 4 5

 4. 나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1 2 3 4 5

 5. 나는 고객 불만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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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on Nurse's Customer Orientation

Byeon, Jong-wo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on service employee's customer orientation and the moderator's effect of

regulatory focus betwee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survey has been done 160 nurses who work at three different hospitals in South

Korea. Data obtained from the nurses were analys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as manifested by nurse's appraisal of

training, empowerment, and reward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ffective, continual,

normative organization commitment. Second, the affective, normative organization

commitment have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of service performance.

Finally, preventive-focused nurse's continual organization commitment have negative

effect on their customer orientation.

Key words : MCSQ, service performance, organization commitment,

regulatory focus, hospital, nurse

Student Number : 2009-2050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구성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MCSQ(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1.1  MCSQ의 정의  
	1.2  MCSQ의 선행연구 

	제 2 절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  
	2.1  조직몰입의 정의 
	2.2  조직몰입의 유형  
	2.3  조직몰입의 선행요인과 결과  

	제 3 절  서비스성과(Service Performance)  
	제 4 절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4.1  향상초점(Promotional Focus)  
	4.1  방어초점(Preventive Focus)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2.1  MCSQ와 조직몰입의 관계  
	2.2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   
	2.3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수집 및 표본의 구성 
	1.1  자료수집  
	1.2  표본의 구성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1  MCSQ(Management Commitment to Service Quality)  
	2.2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  
	2.3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2.4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  


	제 5 장 연구결과 분석 
	제 1 절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1  탐색적 요인분석  
	1.2  신뢰도 분석  

	제 2 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제 3 절  연구가설의 검증 
	3.1  MCSQ와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3.2  조절초점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제 4 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6 장 연구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