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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 소비자들의 ‘빅5 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소병원을 비

롯한 지방 대형병원 간의 과열경쟁현상이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경영

난에 부딪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을 기준으

로 병원 청구 진료비의 전체 총액 중 34.8%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발

중소병원 내부마케팅이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미치는 영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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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nal marketing on the employees’ customer orientation and their business 
performance will,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in local hospital setting. Methods: A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
ducted among 300 employees working at 9 hospitals in Changwon area, and 279 responses were analyz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4 to April 
17, 2015. SPSS 18.0 program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and AMOS 18.0 program was used for 
path analysis. Results: First,  delegation of authority, education and training, and compensation, among other factors of internal market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market orientation. Second, market orien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customer orientation and business per-
formance will. Third, internal marketing influenced rather indirectly on the customer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ill, mediated by market ori-
entation. Conclusions: Leveraging market orientation could help local hospitals make the most of their internal marketing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customer orientation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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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중소병원의 대

형화, 통합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병원간의 과열경쟁으로 인

해 물리적·환경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공급자, 기술 중심의 병원

경영은 소비자중심의 고객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병원은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요건

으로 종업원들의 태도와 인식 전환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7.42.1.44&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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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외부고객을 위한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내부고객인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의 내부마케팅

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5]. 

내부마케팅(internal marketing)은 조직내부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

고 내부고객인 직원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영이념이다[2].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지향적 사고를 확립시켜 대외적으로 외부고객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마케팅의 이론 및 기법

이다. 즉, 내부마케팅은 고객과 접촉하는 종사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5,6], 고객지향적 의료서비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종사원의 태도는 물

론 서비스 제공수준을 향상시켜 고객만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1]. 

특히 중 ·소병원은 과열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외부 시장

을 감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여, 요구에 적합한 의료상품과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유지하여야 한

다[1,2,4]. 이에 병원의 시장지향성에 대한 관심은 기술 및 시장의 격변

성, 경쟁강도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구성과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제시되고 있다[4,8].

본 연구는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부마케팅 전략이 종사자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직원들 간의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진행하였다[8,9]. 병원의 내부마케팅과 조직관리 방

침이 병원경영성과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과거의 기능중심적 평가방

법에서 벗어나 교차기능중시의 집단중심적 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하

는 등 차별화된 인적자원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10,11]. 

이에 병원의 내부마케팅에 있어 ‘시장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

여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함으로써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경영성과향상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 중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내부마케팅 활

동과, 직원들의 고객지향성, 경영성과의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조직

의 시장지향성이 이들 변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조직의 내부마케팅이 종사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병원조직의 시장지향성이 종사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병원조직의 시장지향성이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 경영성과의

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지 파악한다.

이론적 배경

내부마케팅

Lings [12]는 내부마케팅 활동을 전사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

agement)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접근방식과 인

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에 토대를 둔 내부고

객만족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HRM 차원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내부마케팅의 성공이

란 기업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동기부여 된 종사자들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9]. 이러한 내부마케팅의 역할은 

종사자들을 만족시키고 동기 부여하여 자신들이 외부고객을 위한 제

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 및 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내부서비스품질

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닌,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부 종사자들의 동기부여가 전제조건으로서 직무만족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10].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을 Lings 

[13]는 내부시장지향성(internal market orienta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종사원을 먼저 만족시켜야한

다는 의미는 종사원에게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알리고 교육시킴

으로써 내부시장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이다[14]. 

이러한 내부마케팅은 내부시장에서 내부고객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경영이념으로서, 내부고객을 만족시키고 내부고객의 고객지향적 

사고를 확립시켜서 대외적으로 외부고객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마케팅 이론 및 기법이다[2]. 따라서 내부마케팅

은 직원을 최초의 고객으로 보고, 그들에게 서비스 마인드나 고객 지

향적 사고를 심어주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활

동이다. 내부마케팅은 병원 경영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직원이 직무에 만족하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해주고 마케팅 기법을 활

용하여 고객지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동기 부여하여 궁극적으

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1,12-14].

시장지향성

Lings [13]는 내부시장지향성과 외부시장지향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균형 있는 태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시장지향성의 구성개념

을 제시하였다[9]. 또한 시장지향적인 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

가 높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경쟁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경쟁기업과 대비되는 경쟁우위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7]. 

Jaworski and Kohli [6]의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을 시장대응과 시장

창출로 구분 하였다. 시장대응적인 시장지향성은 현재의 고객욕구에 

부합하려는 것이고, 시장창출적인 시장지향성은 미래의 고객욕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재의 시장구도를 바꾸려는 경영활동이라고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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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ings and Greeley [14]는 Lings [12]의 제안을 토대로 시장지향

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Lings and Greeley [14]는 먼저 두 차례에 걸

쳐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다양한 분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시장지향성의 구성개념을 서면과 대면을 통한 공식적 및 비

공식적인 정보의 창출, 정보의 확산, 그리고 반응성으로 제시하였다. 

시장지향성의 구성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인 정보의 

창출에 있어서는 외부노동시장의 환경과 종사원들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가치의 교환을 강조하였고, 비공식적인 정보

창출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정보창출활동에 추가적으로 종사원들의 

개인적 상황과 개별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보의 확

산은 서비스 제공물이나 고객의 필요와 요구, 제품 및 서비스의 편익

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차원의 전략적 지향점을 

주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응성에서는 확산된 정보에 

대한 종사원들의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인센티브 트레이닝 관리자들

의 배려 등과 같은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지향성은 내부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에 부응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경쟁우위의 필수적 수

단으로서 중요하다[16].

고객지향성

Saxe and Weitz [15]는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을 ‘기업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상호이

익을 위하여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마케팅 개념의 실행’ 정도로 

설명한다. 이들은 종사원이 고객지향적일수록 고객의 불만족을 일으

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later and Narver [7]는 

고객지향성을 지향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경쟁기업보다 먼저 

파악하여 고객에게 우월한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창

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철학으로 정의하였다. 

Jaworski and Kohli [6]는 고객지향성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중요한 요소이며 목표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결정하고 경쟁자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마케팅 구성요소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경영성과의지

모든 마케팅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경영성과를 측정하고자하는 연구

는 많이 실행되고 있다[7]. 

국내 연구자로서 Yoon [25]의 내부마케팅과 경영성과의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사원들이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조직

성과에 대한 노력 정도, 조직의 효율성 정도, 조직의 업무 효율성, 직무

성과 등의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경영성과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Slater and 

Narver [7]와 Yoon [25]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종사자의 주관적 경영성

과 인식정도를 대리지표로 삼았다.

연구 방법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병원의 내부마케팅

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시장지향성을 투입

하여 개념적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서는 Park and Joung [1]의 연구와 Yoon [25]

의 연구, Lings and Greenley [14]의 이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

설을 수립하였다. 

H1:  병원의 내부마케팅은 조직 차원의 시장지향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병원의 내부마케팅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3:  병원의 내부마케팅은 종업원의 경영성과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병원의 시장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5:  병원의 시장지향성은 종업원의 경영성과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병원의 시장지향성은 조직 차원의 내부마케팅 활동과 종업원 

개인 차원의 고객지향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this study. Two hypotheses, H6 and H7, for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are not depicted in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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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시스템 

보상시스템이란 금전적 지불실행, 승진, 이득, 보너스, 비금전적 보상

과 직무배치를 포함한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권장하

는 공식적 절차와 구조를 의미한다[12]. 보상시스템을 측정하기 위해 

Song and Park [2], Jaworski and Kohli [6], Han and Kim [19] 등이 사용

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2) 시장지향성

시장지향성은 마케팅 개념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병원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요구에 경쟁자들보다 더 

잘 대응해야 한다. 시장지향성은 이렇듯 시장요구의 변화를 예측하여

야 하는 기업의 노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 측정을 위

해 Jaworski and Kohli [6], Matsuno et al. [20], Ye and Yoon [21], Lee [22], 

Kim [23], Kim and Lee [24] 등이 사용한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시장지향성에 대한 설문항목은 병원이 고객의 욕구와 필요성을 이

해하는 정도와 정기적인 시장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시, 사업 

환경 변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 사업 환경 변화와 고객의 영향 정

도, 시장정보의 병원 내 부서 간 소통 정도, 사업 및 서비스 개발 시 부

서 간의 협력 정도, 병원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직원의 참여 정도, 고

객의 요구 및 불만에 대한 대응, 서비스 질의 개선에 따른 노력, 사업 환

경 변화에 따른 계획 및 전략수립, 고객의 욕구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 

품질개발 등의 1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3)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성이란 직원들이 그들의 고객에게 고객욕구를 만족하게 하

는 구매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하는 마케팅 

개념을 수행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필요를 진단하여 장기적인 

고객만족도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20]. 고객지향성을 측

정하기 위해 Coyle-Shapiro et al. [26]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고객지향성에 대한 설문항목은 고객을 맞이할 때 밝은 표정이나 인

사를 하고 있는지, 바른 태도와 자세, 고객에 대한 실수에 대한 인정, 고

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지,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고

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고객요구

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 만회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는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등의 10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4) 경영성과의지 

종업원들이 조직의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측정은 설문지상 

H7:  병원의 시장지향성은 조직 차원의 내부마케팅 활동과 종업원 

개인 차원의 경영성과의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창원지역에 위치한 100병상 이하의 개인병원 및 전문 병

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9개 중소병원 종사자를 대상

으로 2015년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

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자기기입법에 의하여 설

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중 응답에 충실한 설문지 279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김해지역에 소재한 I대학의 생명윤리위

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에 관한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

여 승인(IRB No. 2-1041024-AB-N-01-20150213- HR-158)을 받은 후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

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도구

1) 내부마케팅

(1) 권한위임

권한위임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사원

이 특별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위임을 측정하기 위해 Hartline 

and Ferrel [16]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2) 교육훈련

교육훈련이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조직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를 길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활동을 의미한다[12]. 교육훈련을 측

정하기 위해 Lukas and Maignan [18]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3) 경영층지원

경영층지원이란 직원들이 고객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을 갖고 그들의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려는 경영층의 노

력을 의미한다[8]. 경영층의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Jaworski and Kohli 

[6]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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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어 주로 주관적인 차원의 지표를 측정하였으며 Slater and 

Narver [7], Yoon [25]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경영성과의지에 대한 설문항목은 병원 직원들의 원가절감 노력, 병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병원 가치창출 증대에 대한 적극적 제안 태도, 

직원간의 신뢰강화를 위한 노력, 병원의 고객유치 및 홍보를 위한 적극

적인 노력 등의 비재무적 지표 5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 AMO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내부마케팅,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성과의지 등 측정

변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수의 구

조적 인과관계 및 시장지향성 변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주요 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구성항목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된 9개 중소병원 종사자 279명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

령층은 20대(41.2%)와 30대(40.5%)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

(69.2%), 대졸(2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직장 근무 년 수는 1-2년 미

만이 27.6%, 2-5년 미만이 24.4%로 가장 많았고, 총 경력 년 수는 10년 

이상이 29.0%로 가장 많았다.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135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대부분(70.6%)이 일반 사원이었다.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시행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이 타당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Kaser-Meyer-Olkin (KMO)값을 측정하였는데, 

내부마케팅은 0.953, 시장지향성은 0.940, 고객지향성은 0.930으로 매

우 높았고, 경영성과의지는 0.84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를 

측정하였는데, 내부마케팅 4834.357 (p < 0.001), 시장지향성 2429.195 

(p < 0.001), 고객지향성 1821.697 (p < 0.001), 경영성과의지 634.864 

(p< 0.001) 등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부마케팅은 권한위임, 교

육훈련, 경영층 지원, 보상시스템 등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하

위요인 중 경영층 지원의 경우에는 1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이 정보창출, 정보전파, 정보 반응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1개의 단일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또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모든 요

인들에서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경로분석모형의 적합도

경로분석을 위한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낮게 나와,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수정모형을 수립한 후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정 결과,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기타 상대 적합도 지수인 GFI = 0.978, 

AGFI = 0.908, CFI = 0.988, TLI = 0.960, RMSEA = 0.079 등에서 기준치

에 부합하는 결과 값이 나타남으로써 수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적정하

여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Table 2). 

연구가설의 검정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병원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조직의 시장지향성에 정(+)의 영향

Table 1.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measurement items      

Variables
Factor analysis

Cronbach’s αNo. of original 
item

No. of used 
item

Eigen 
value

% of explained 
variance

Internal marketing Delegation of authority 5 5 11.490 60.472 0.93
Education & training 5 5 1.382 7.271 0.91
Management’s support 5 4 1.044 5.494 0.92
Compensation 4 4 1.001 4.941 0.92

Market orientation 12 12 7.438 61.981 0.94
Customer orientation 10 10 6.164 61.643 0.93
Business performance will 5 5 3.237 64.730 0.86



Internal Marketing, Market Orientation on Customer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il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49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H1)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내부마

케팅의 하위변인 중 권한위임(β = 0.22, p < 0.01)과 교육훈련(β = 0.26, 

p< 0.001), 보상시스템(β = 0.32, p< 0.001)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층지원은 시장지향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권

한위임과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등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시장지향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병원의 내부마케팅이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H2, H3)의 검정 결과를 살펴

보면, 병원의 시장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직

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의 시장지향성이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H4, H5)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 조직의 시장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β = 0.79, 

p< 0.001)과 경영성과의지(β = 0.59, p< 0.001)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병원조직의 내부

마케팅 활동은 종업원 개인차원의 고객지향성 및 경영성과의지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장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장지

Table 2. Goodness-of-fit indices of the path analysis model       

χ2 p df GFI AGFI CFI TLI RMSEA (90% CI)

29.85 0.020 11 0.978 0.908 0.988 0.96 0.079 (0.05-0.11)
GFI ≥0.90, AGFI ≥0.90, CFI≥0.90, NFI≥0.90, IFI≥0.90, RMSEA 0.05≤-≥0.08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3. Verification of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Path β p Test of hypotheses

Delegation of authority→Market orientation 0.22 0.004* H1-1 Accepted
Education & training→Market orientation 0.26 0.000** H1-2 Accepted
Management support→Market orientation 0.10 0.179 H1-3 Rejected
Compensation system→Market orientation 0.32 0.000** H1-4 Accepted
Delegation of authority→ Customer orientation -0.06 0.483 H2-1 Rejected
Delegation of authority→ Business performance will 0.08 0.393 H3-1 Rejected
Education & training→ Customer orientation 0.01 0.890 H2-2 Rejected
Education & training→ Business performance will -0.07 0.378 H3-2 Rejected
Management support→ Customer orientation -0.16 0.072 H2-3 Rejected
Management support→ Business performance will 0.04 0.677 H3-3 Rejected
Compensation system→ Customer orientation -0.10 0.287 H2-4 Rejected
Compensation system→ Business performance will -0.05 0.603 H3-4 Rejected
Market orientation→ Customer orientation 0.79 0.000** H-4 Accepted
Market orientation→ Business performance will 0.59 0.000** H-5 Accepted

*p<0.01, **p<0.001.      

향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연구가설(H6, H7)이 채택되었다. 

경로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로만을 정리

하면 Figure 2와 같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그 상대적인 효과를 비교해 

보면, 병원의 시장지향성이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효과가 가

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β = 0.79, p< 0.001).

고   찰

본 연구는 중소병원의 내부마케팅 활동과 시장지향성, 종업원의 고

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내·외부 고객 만족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Figure 2.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s in the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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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의 내부마케팅 구성요인인 권한위임, 교육훈련, 경영층지

원, 보상시스템은 고객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시장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병원의 경영진과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내부마케팅 활동

에 대한 지각수준이 낮기 때문에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병원 내부

종사자들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3,30]. 

병원의 내부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먼저 해결 가능한 

단순 업무 처리의 경우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하여 의사결정, 

책임감,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단기적이고 비체계적인 교육훈련보다는 

직무 내 on the job training (OJT)방식과 결합한 실무중심 인재육성에 

중점을 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3,8,27].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소병원의 보상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

을 대상으로 연구한 Nam et al. [3]과 Chung and Jang [9]의 연구결과와

는 상반된 결과로서, 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유추된다. 즉, 

중소병원 종사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받는 보상시스

템, 임금제도 및 휴가, 휴직 등의 기본적인 기대수준이 현실과는 차이

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원 내부마케팅 실행을 위해 병원경영진

은 종사자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한 효율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1,19,27,28]. 

둘째, 내부마케팅의 구성요인인 권한위임, 교육훈련, 경영층지원, 보

상시스템은 종업원들의 경영성과의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시장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 서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Nam et al. 

[3], Chung and Jang [9], Yoon [25]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Kim et 

al. [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내부마케팅이 시장지향성과 고객지향

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지원인식에 대한 경영성과의

지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병원의 내부마케팅의 실행에 있어서 경영성과의지는 직접적인 효과보

다는 간접적으로 요인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셋째, 내부마케팅의 구성요인 중 권한위임, 교육훈련, 보상시스템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층지원

은 시장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 Yoon [25]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훈련과 보상시스템이 정보창출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권한위임은 정보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Park and Jung [1], Park and Lee [30], Lee et al. [31]의 연구에서는 내

부마케팅의 하위요인 대부분이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종합해보면 병원의 교육훈련

과 보상시스템이 조직의 시장지향성에 영향을 미쳐 불확실한 환경변

화에 대해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넷째, 병원의 시장지향성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의 만족과 고객의 이익을 향한 병

원조직의 우호적인 관계 노력이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고 고객

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Yeo [17], Kim [23], Jin [28], Lee [29], Lee et al. [31]의 연구결과에서도 시

장지향성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시장지향성은 고객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내부서

비스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17,28]. 

다섯째, 병원의 시장지향성은 종업원의 경영성과의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4,27,30]. 특히 Ye and Yoon [21], Yoon [25], Lee et al. [31]

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였으며, 조직차원의 시장지향성은 종업

원의 경영성과의지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

이는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2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내부마케팅이 종업원의 고객

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의 연구대상과는 달리 지방의 중소병원임을 감안할 때, 중소병원의 내

부마케팅은 대형병원의 경영방식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지각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

하는 병원의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진은 내부마

케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후연구로서 병원 내

부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변수에 대하여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 규모를 고려한 세부적인 비교검증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소병원에서의 내부마케팅 활동이 대체로 종

업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는 시장지향성 수준에 따라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병

원에서 내부마케팅의 실행에 있어 경영층지원이 고객지향성이나 경영

성과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는 종업원간의 인식이 매우 미흡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병원 경영자들은 종사자들에 대한 내

부마케팅 실행 시 경영층 지원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하다. 즉 병원이 

추구하는 시장지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제

시하여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과업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면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Internal Marketing, Market Orientation on Customer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il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51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 창원지역에 위치한 100병상 이하의 개인병원 

및 전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9개 중소병원 종사

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

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지역

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지향성이나 경영성과의지와 같은 측정도구의 경우에는 

병원경영조직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변수의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의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관차원의 변수(내부마케팅과 시장지향

성)와 개인차원의 변수(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대해 모두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자기기입법

에 의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하여 연구결과에 일부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

에 따른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 및 자기기입법에 기인한 

동일방법편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병원과 종사자들 간의 내부마케팅 실행 시 결과변

수로서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실무평가를 통한 고객만족과 고객확보, 경영성과 등의 결과변수를 활

용하여 실제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내부마케팅,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성과의지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과측정변수를 투입하여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음

을 제언한다.

결론 및 제언

중소병원의 내부마케팅 활동은 조직 차원의 시장지향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업원 개인 차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

지에는 시장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소병원의 내부마케팅 하위요인 중 경영층 지원은 시장

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

병원이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를 향상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종업원들 간에 인식이 미흡한 경영층

의 체계적인 지원과 일관된 의사결정이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

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일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내부마케팅과 시장지

향성, 고객지향성, 경영성과의지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

나, 연구도구의 적합성, 연구 설계의 타당성 등에서 한계가 있어 일관

되게 측정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중소병원의 내부마케팅과 시장지향성, 종사자들의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지 등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중소병

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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