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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기관은 공공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

bility, CSR)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영리추

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1]. 외부적으로

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가 지속되고 포괄수가제 

확대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노사갈등, 인

건비 비중의 증가, 노동집약적 구조에 따른 조직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2]. 또한 의료소비자들은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IPA를 활용한 의료기관 아웃소싱 직원의 내부고객 서비스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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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이러

한 경영의 난관을 해결하고자 규모를 확장하고 차별화를 위해 시설투

자를 늘리거나 정보기술과 접목한 최신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3,4]. 의료기관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으

로 인해 인적자원관리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직접적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고려

한 경영전략 중 하나로 아웃소싱(outsourcing)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웃소싱은 1980년대 미국의 제조업분야에서 활성화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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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외부로 위

탁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 아웃소싱으

로 인식되었다[5]. 우리나라는 1990대 후반 IMF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에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아웃소

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6]. 초반에는 청소, 주차관리, 세탁물 처리, 

시설유지관리 등 단순 노무영역에 국한하였으나 점차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진료비수납, 전화예약업무 등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했

다[7]. 실제 No et al. [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500병상 이상 의료

기관의 아웃소싱 도입률은 84.5%로 매우 높다고 보고하면서, 비용절

감을 위한 구조조정 측면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인 시각에 

따른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아웃소싱의 확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영효과가 발생하

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조직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 즉 아웃

소싱이 확대되면서 정규직원과 비교하여 급여와 같은 각종 보상과 역

할에 따라 직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직무만족이 저하되면서 이직하

는 직원의 증가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관리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8].

그동안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을 강조하며 의료서비스

의 질과 재이용, 그리고 이것이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며[9-11], 이러한 연구는 직원들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인

력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분야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의료기관도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내부

고객 차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2]. 전화예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첫 

인상을 좌우할 수 있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약업무는 원활한 의

료서비스 제공의 시작이 된다. 따라서 인력관리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가 

내부고객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부고객의 만족은 외부고객의 

만족으로 나타나고 이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에 있기 때문에[13]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아웃

소싱 분야인 전화예약 직원들의 내부고객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의 아웃소싱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환자 진료에 대한 전

화예약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내부고

객만족 차원의 서비스품질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입장에서 이를 효율

적인 아웃소싱 관리업무의 전략수립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였다.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방법으로 서비스품질의 

구성개념과 측정항목의 평균을 분석하고 IPA matrix에 위치시켜 해당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에게 제공하는 의료

기관의 내부고객만족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표본조사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화예약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서

울시 소재의 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화예약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편의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6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다. 300부를 배포하

여 232부가 수거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한 35부를 제외한 최종 197명의 

설문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Table 1과 같다. Parasuraman et al. [14]은 

반응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그리고 유형성을 서비스품질의 5가지 

구성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Kang et al. [15]과 Suh [1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품

질의 측정 대상자를 외부고객에서 내부고객에 적용하여 내부마케팅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measurement items

Construct
Item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s
EXP PER

Responsiveness 4 4 Ability to respond to welfare needs and grievance resolution Parasuraman et al. [14]
Kang et al. [15]
Suh [16]
Kettinger and Lee [17]

Reliability 4 4 Transparency of personnel system under regulations and fulfillment 
of promises according to the labor contract

Empathy 4 4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through sufficient communica-
tion and listening

Assurance 4 4 Stable management system through vision and goals
Tangibles 4 4 Offering excellent physical work environment

EXP, expectation; P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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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측정도구를 수정하였다[14-1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부고객 서비스품질은 의료기관이 전화예약업무를 담당하

는 아웃소싱 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서비

스품질에 대해 응답자의 기대정도와 성과정도를 Likert 5점 척도에 따

라 낮을수록 1점에서 높을수록 5점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의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5개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진 내부고객 서비스품질의 조

작적 정의를 하였다(Table 1). 반응성은 후생복지 요구, 고충처리, 업무

지원 요구, 근무자의 의견에 대한 대응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신뢰성은 

규정에 의한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근로계약에 따른 약속 이행성으로 

정의하고 승진/승급제도의 투명성,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업무여건, 

근무자와의 약속 이행성, 근로계약 이행성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공감성은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청취를 통한 배려와 이해를 말하

는 것으로 근무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의견청취 채널, 

근무자의 자기개발에 대한 배려, 직무수행 시 어려움에 대한 이해정도

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확신성은 비전과 목표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전문성을 가진 경영자의 능력,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기업의 비전과 목표와 같이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형성은 물리적으로 우수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정의하

고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최신장비 구비여부, 

근무용품 및 탈의시설 제공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의 내부고객 서비

스품질의 IPA분석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개념정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IPA분석에서 사용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대정도와 성과정도로 전

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즉,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IPA분석에

서 중요도는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16], 본 연구

에서는 의료기관이 내부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기대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IPA분석에서 성취도나 만족도를 본 연구에

서는 내부고객이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기대정도가 얼마나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성과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5

개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진 내부고객 서비스품질의 20개 문항은 성과

정도와 기대정도를 각각 측정되었으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

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

으며, 집중타당성 점검을 위해 construct reliability (CR)와 average vari-

ance extracted (AVE)를 별도로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료기

관이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기대정

도와 성과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분석하였다. 

각 구성개념과 상세항목 속성에 대하여 Martilla and James [18]가 개발

한 IPA를 실시하였다. IPA는 중요도(importance)와 성과도(perfor-

mance)를 2차원 매트릭스에 위치시키고 주로 평균값에 따라 4개의 사

분면을 나누어 전략이나 성공요인, 서비스품질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기법이다[16,19]. 

1970년대 이후로도 꾸준히 연구와 기업의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보건의료분야에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19]. 연구에 사용한 분석도구로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3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검정과 IPA IBM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실증분석에 앞서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Cron-

bach’s α를 분석하였다. Cronbach’s α는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이

용하며, 최소 0.6 이상이어야 한다[20]. 본 연구도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최소 0.806에서 0.945까지 나타나 신뢰도를 만족하였다.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

이라는 이론에 기반한 5개의 구성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

전 이론에 기반한 연구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인적 요

인분석이 적합하다. 분석결과 Tables 2, 3은 IPA방법에서 중요도로 일

컬어지는 기대정도와 실행도로 일컫는 성과정도의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표준적재치는 최소 0.5 이상이거나 p값

이 유의하면 적합하고, CR은 표준적재치와 오차분산을 통해 계산되

는데, 0.7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이어야 타당도가 

적합하다. 분석결과 표준적재치는 0.5 이상을 상회하며 유의하였다. 

CR은 0.798에서 0.933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으며, AVE도 모든 구성

개념이 0.5를 초과하여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

도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GFI, AGFI, NFI, CFI는 최소 0.8에서 0.9 

이상을 나타낼 때, 그리고 RMSEA는 0.8 이하, RMR은 0.5 이하면 바람

직하고 0.1 이하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평가된다[21-23]. 본 연구의 기대

정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는 χ2 =348.987 (df =154, p< 0.001), χ2/

df =2.266, GFI = 0.855, AGFI = 0.802, NFI = 0.920, CFI = 0.953, RM-

SEA = 0.080, RMR = 0.041로 양호하며, 성과정도의 적합도 역시 χ2 =  

329.943 (df =159, p < 0.001), χ2/df =2.075, GFI = 0.855, AGFI = 0.808, 

NFI = 0.884, CFI = 0.936, RMSEA = 0.074, RMR= 0.053으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이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는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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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performance

Construct Item Standard estimate SE Error t p Cronbach’s α CR AVE

Responsiveness a1 0.725 0.376 0.893 0.907 0.679
a2 0.867 0.109 0.233 11.939 <0.001
a3 0.857 0.104 0.227 11.806 <0.001
a4 0.838 0.107 0.268 11.541 <0.001

Reliability b1 0.533 0.627 0.806 0.858 0.561
b2 0.758 0.189 0.356 7.340 <0.001
b3 0.845 0.198 0.235 7.737 <0.001
b4 0.820 0.179 0.227 7.633 <0.001

Empathy c1 0.842 0.278 0.875 0.886 0.646
c2 0.871 0.065 0.215 15.492 <0.001
c3 0.707 0.079 0.536 11.268 <0.001
c4 0.785 0.064 0.297 13.122 <0.001

Assurance d1 0.711 0.390 0.826 0.846 0.549
d2 0.721 0.120 0.468 9.402 <0.001
d3 0.755 0.117 0.397 9.828 <0.001
d4 0.774 0.112 0.339 10.057 <0.001

Tangibles e1 0.628 0.745 0.836 0.798 0.533
e2 0.734 0.101 0.571 11.639 <0.001
e3 0.812 0.131 0.324 8.667 <0.001
e4 0.735 0.135 0.498 8.150 <0.001

Model fit χ2 =329.943 (df =159, p<0.001), χ2/df =2.075, GFI =0.855, AGFI =0.808, NFI =0.884, CFI =0.936, RMSEA =0.074, 
RMR=0.053

SE, standard error;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expectation

Construct Item Standard estimate SE Error t p Cronbach’s α CR AVE

Responsiveness a1 0.832 0.390 0.945 0.933 0.814
a2 0.935 0.066 0.171 17.744 <0.001
a3 0.933 0.062 0.159 17.671 <0.001
a4 0.906 0.064 0.220 16.812 <0.001

Reliability b1 0.750 0.921 0.870 0.883 0.722
b2 0.892 0.100 0.195 10.105 <0.001
b3 0.891 0.098 0.188 10.096 <0.001
b4 0.858 0.092 0.220 9.801 <0.001

Empathy c1 0.852 0.316 0.916 0.906 0.730
c2 0.880 0.062 0.264 16.642 <0.001
c3 0.841 0.068 0.372 15.317 <0.001
c4 0.845 0.058 0.267 15.467 <0.001

Assurance d1 0.838 0.246 0.894 0.895 0.674
d2 0.786 0.078 0.387 13.292 <0.001
d3 0.826 0.077 0.333 14.357 <0.001
d4 0.832 0.074 0.300 14.549 <0.001

Tangibles e1 0.806 0.491 0.920 0.879 0.712
e2 0.844 0.046 0.431 23.333 <0.001
e3 0.878 0.069 0.268 14.464 <0.001
e4 0.845 0.074 0.374 13.710 <0.001

Model fit χ2 =348.987 (df =154, p<0.001), χ2/df =2.266, GFI =0.855, AGFI =0.802, NFI =0.920, CFI =0.953, RMSEA =0.080, 
RMR=0.041

SE, standard error;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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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울시 소재 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화예약을 담당하고 있는 아

웃소싱 직원 19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Table 4). 남자는 11명, 5.6%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186명 94.4%로 나타났다. 전화예약업무특성상 남

자보다는 여성이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109명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29세 69명 35.0%, 40세 이상 19명 9.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졸업이 93명 47.2%로 가장 많이 차

지하였고, 다음으로 대학교졸업 65명 33.0%, 고등학교 졸업 39명 19.8%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2-3년이 71명으로 36.0%를 차지하였으며, 다

음으로 1년 이하 68명 34.5%, 6년 이상 31명 15.7%, 4-5년 27명 13.7% 순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수입은 200만 원 미만이 162명으로 82.2%로 

나타났고, 300만 원 미만이 35명 17.8%로 나타났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Variables n %

Sex
   Male 11 5.6
   Female 186 94.4
Age (y)
   20-29 69 35.0
   30-39 109 55.3
   ≥40 19 9.6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39 19.8
   Junior college 93 47.2
   University 65 33.0
Career (y)
   ≤1 68 34.5
   2-3 71 36.0
   4-5 27 13.7
   ≥6 31 15.7
Income (won)
   0-1,990,000 162 82.2
   2,000,000-2,990,000 35 17.8
   Total 197 100.0

Table 5.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performance

Construct Questions
Expectationa Performanceb Mean difference

Mean±SD Ranking Mean±SD Ranking b-a t p

Responsiveness a1. Ability to respond to demands for welfare benefits 3.19±1.13 13 2.58±0.89 17 -0.60 7.613 <0.001
a2. Ability to respond to grievance resolution 3.14±1.17 16 2.69±0.97 13 -0.46 6.068 <0.001
a3. Ability to respond to requests for business support 3.17±1.11 14 2.78±0.93 10 -0.40 6.168 <0.001
a4. Ability to respond to employee opinions 3.19±1.12 12 2.70±0.95 12 -0.49 7.268 <0.001

3.17±1.05 2.69±0.81 -0.49 7.784 <0.001
Reliability b1. Transparency of promotion/preferment systems 2.90±1.16 20 2.56±0.94 19 -0.34 5.051 <0.001

b2. Wording conditions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3.23±0.98 10 2.96±0.92 5 -0.27 4.364 <0.001
b3. Fulfillment of promises with employees 3.45±0.96 1 3.20±0.91 2 -0.25 4.007 <0.001
b4. Fulfillment of a labor contract 3.41±0.92 2 3.26±0.84 1 -0.15 2.611 <0.001

3.25±0.86 3.00±0.72 -0.25 5.164 <0.001
Empathy c1. Ability to communicate sufficiently with employees 3.24±1.08 7 2.86±0.98 9 -0.39 5.548 <0.001

c2. Diverse channels for listening to various opinions 3.00±1.08 19 2.58±0.95 18 -0.42 6.425 <0.001
c3. Consideration for self-development of employees 3.02±1.13 18 2.48±1.04 20 -0.54 7.247 <0.001
c4. Understanding of difficulty in performing job 3.22±0.97 11 2.87±0.88 7 -0.36 5.188 <0.001

3.12±0.96 2.70±0.82 -0.43 7.080 <0.001
Assurance d1. Ability of managers with expertise 3.26±0.91 6 3.04±0.89 3 -0.22 3.847 <0.001

d2.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3.33±1.01 5 3.00±0.99 4 -0.33 5.411 <0.001

d3. Corporate vision and goals 3.12±1.03 17 2.86±0.96 8 -0.26 4.129 <0.001
d4. Employment stability system 3.35±0.99 3 2.94±0.92 6 -0.40 5.297 <0.001

3.26±0.86 2.96±0.76 -0.30 5.589 <0.001
Tangibles e1. Providing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3.34±1.19 4 2.78±1.11 11 -0.56 6.611 <0.001

e2. Providing comfortable rest areas 3.24±1.23 8 2.60±1.12 15 -0.65 7.091 <0.001
e3. Availability of up-to-date equipment/facilities 3.16±1.09 15 2.61±0.98 14 -0.55 7.319 <0.001
e4. Offering office supplies and changing rooms 3.24±1.15 9 2.59±1.04 15 -0.65 7.809 <0.001

3.25±1.05 2.64±0.87 -0.60 8.095 <0.001
Total 3.21±0.87 2.80±0.70 -0.41 7.823 <0.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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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성과 간의 평균차이

의료기관이 전화예약업무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직원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품질의 기대정도와 성과정도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paired t-test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반응성의 기대정도와 성

과정도는 평균 3.17±1.05, 2.69 ± 0.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0.001). 신뢰성은 기대정도의 평균이 3.25 ± 0.86, 성과정도가 3.00

± 0.72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p< 0.001). 공감성은 기대정도와 

성과정도가 각각 3.12 ± 0.96, 2.70 ± 0.82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확신

성은 기대정도 3.26 ± 0.86, 성과정도 2.96 ± 0.76으로 평균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p < 0.001). 마지막으로 유형성은 기대정도가 3.25 ±

1.05, 성과정도는 2.64 ± 0.87로 분석되어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  

0.001). 전체적으로 보면, 5개 구성개념으로 측정된 서비스품질의 기대

정도와 성과정도의 평균은 3.21 ± 0.87과 2.80 ± 0.70으로 유의한 결과

Breast tissue data

Figure 1. IPA gap.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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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p< 0.001). 또한 서비스품질의 20개 측정항목 모두에서 성과

정도가 기대정도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측정항목 평균

의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기대정도는 b3.근무자와의 약속 이행성, 

b4.근로계약 이행성, d4.고용안전 시스템, e1.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d2.안전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관리시스템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정도

는 b4.근로계약 이행성, b3.근무자와의 약속 이행성, d1.전문성을 가진 

경영자의 능력, d2.안전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관리시스템, b2.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업무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 간의 기대정도와 

성과정도의 평균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격차분석을 그래

프로 분석하였다(Figure 1). 분석결과 서비스품질의 신뢰성 구성개념

의 기대정도와 성과정도 격차가 가장 적고 유형성 구성개념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IPA matrix분석

Table 5에서 분석한 서비스품질의 5개 구성개념과 20개 측정항목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IPA matrix 그래프를 그리고 이를 해석하였다

(Figure 2, Table 6). 먼저 5개 구성개념의 IPA matrix분석 결과, 기대정

도는 높으나 성과정도는 낮아 관심을 가지고 중점 개선해야 할 영역인 

1사분면에는 유형성 1개 요인이 위치하였다. 기대정도와 성과정도가 

모두 높아 지속해 나가야 할 영역인 2사분면에는 확신성과 신뢰성이 

위치하였다. 기대정도와 성과정도가 모두 낮은 저순위 속성인 3사분면

에는 반응성과 공감성이 위치하였다. 4사분면은 기대정도는 낮으나 성

과정도가 커서 과잉 상태의 속성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

Figure 2. IPA matrix result.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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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구성개념은 없었다. 서비스품질의 20개 측정항목에 대한 IPA 

matrix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사분면에 e1.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e2.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e4.근무용품 및 탈의시설 제공과 같이 3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2사분면은 b2.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업무여건, 

b3.근무자와의 약속 이행성, b4.근로계약 이행성, c1.근무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 c4.직무 수행 시 어려움에 대한 이해정도, d1.전문성을 

가진 경영자의 능력, d2.안전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관리시스템, d4.고

용안전 시스템과 같이 8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3사분면에는 a1.후생복

지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 a2.고충처리를 위한 대응능력, a3.업무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 a4.근무자의 의견에 대한 대응능력, b1.승진/승

급제도의 투명성, c2.다양한 의견청취 채널, c3.근무자의 자기개발에 대

한 배려, e3.최신장비 구비여부와 같이 8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마지막

으로 4사분면에는 d3.기업의 비전과 목표 1개 항목이 위치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의 내부고객 서비스

품질에 대해 기대정도와 성과정도를 측정하고 조직차원의 내부고객

만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IPA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이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5

개영역 모두에서 성과정도는 기대정도와 비교하여 평균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유형성,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 

신뢰성 순으로 기대정도와 성과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전반적으로 성과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항공사의 

콜센터 직원 대상의 내부고객 서비스품질의 인식차이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기대정도에 해당하는 중요도에 비하여 성과정도에 해당하는 

만족도의 평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16]. 일

반적으로 아웃소싱 직원은 정규직원에 비하여 급여수준, 복지 등과 

같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는 직무만족의 저하로 나타난다

[8,24]. 즉 조직의 규모나 브랜드 가치에 따라 아웃소싱 직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품질의 높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무하면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성과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다는 것

이다[8]. 아웃소싱 직원에 대해 임금 등 근무조건을 정규직원과 동등

하게 하기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장기

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서비스품질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근무용품 및 탈의시설 제공

과 같은 유형성이 기대정도에 비하여 성과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반응성에서도 후생복지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

이 기대정도에 비해서 성과정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Table 6. IPA matrix interpretation

Quadrant Construct Questions

I Concentrate here Tangibles e1. Providing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e2. Providing comfortable rest areas
e4. Offering office supplies and changing rooms

II Keep up the work Reliability b2.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b3. Fulfillment of promises with employees
b4. Fulfillment of a labor contract

Empathy c1. Ability to communicate sufficiently with employees
c4. Understanding of difficulty in performing job

Assurance d1. Ability of managers with expertise
d2.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d4. Employment stability system

III Lower priority Responsiveness a1. Ability to respond to demands for welfare benefits
a2. Ability to respond to grievance resolution
a3. Ability to respond to requests for business support
a4. Ability to respond to employee opinions

Reliability b1. Transparency of promotion/preferment systems
Empathy c2. Diverse channels for listening to various opinions

c3. Consideration for self-development of employees
Tangibles e3. Availability of up-to-date equipment/facilities

IV Possible overkill Assurance d3. Corporate vision and goals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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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즉 복지향상을 통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요

소를 줄여나가면서 의료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성과도를 IPA matrix에 위치한 각각의 사분면을 살펴보았

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의 기대정도로 개념화한 것으로 전환하여 해석하였다. 반응성, 신

뢰성, 공감성, 확신성, 유형성으로 세분화된 서비스품질의 5개 구성개

념 중 IPA matrix의 1사분면에 위치한 것은 유형성으로 나타났다. 1사

분면은 상대적으로 기대정도는 높으나 성과정도가 낮아 지속적인 관

심을 가지고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이다. 유형성은 물리

적으로 우수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으로 세부 측정 항목 

중 쾌적한 근무환경과 휴식공간 제공, 근무용품 및 탈의시설 제공이 1

사분면에 위치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임에도 상대적으로 유형성의 성과정도가 낮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원인은 치료와 연구시설에 공간배치를 실시한 나머지 전화예

약 직원과 같이 아웃소싱 직원의 근무환경에는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의 전화예약 담당 아웃소싱 직원들은 

환자인 고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점부서의 역할은 외

부고객인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의료기관의 전반적 만족도를 결정하게 

된다[19]. IPA를 이용한 다양한 아웃소싱의 연구에서도 해당 요인들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는데[16,19,25], 

Jang et al. [24]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규직원과 아웃소싱 직원과의 비

교분석을 통하여 차별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물리적인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차별 요소를 줄여나가는 관리

방안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고객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2사분면은 상대적으로 기대정도와 성과정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인 

유지를 요구 받는 영역이다. 2사분면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표본이 서울시에 위치

한 4개 상급종합병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뢰성은 규정에 의한 인사

제도의 투명성 및 근로계약에 따른 약속 이행성을 말하고, 확신성은 

비전과 목표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정적인 경영시스템은 신뢰성과 확신성을 높여준다. 또한 2사분면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의 측정 항목 외에도 공감성 중 근무자와의 충분한 의

사소통 능력과 직무 수행 시 어려움에 대한 이해정도가 포함되어 기대

정도와 성과정도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3사분면은 기대정도가 낮지만 성과정도도 낮은 영역으로 과잉 집중

할 필요가 없어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에 해당한다. 분석결과 이러한 3

사분면에는 반응성과 공감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품

질에서의 반응성은 후생복지, 고충처리 등에 대한 조직의 대응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 항목 모두가 3사분면에 위치하였고, 신뢰성에서 

승진이나 승급과 같은 인사제도의 투명성, 공감성에서는 다양한 의견

청취 채널과 근무자의 자기개발에 대한 배려가 함께 나타났다. 앞선 분

석결과에서도 반응성은 기대정도를 측정한 서비스품질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웃소싱 직원들이 조직의 반응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부문의 특성상 비용절감을 위

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후생복지와 같은 반응성을 

향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관계상 인사제도와 의견청취 

등 공감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생복지 외에도 고충처리

와 업무지원 부분에서 전화예약 아웃소싱 직원의 의견 등에 귀를 기

울이고 개선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3사분면의 저순위 요인들이 향

상되어 전반적인 내부고객의 서비스품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물

류관련 아웃소싱 연구에서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외부고객에 대한 서

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아웃소싱 인적자원 관리와 이

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26]. 마지막으

로 기대정도는 낮으나 성과정도가 높아 과잉영역으로 지목되는 4사분

면에는 확신성 중 기업의 비전과 목표가 위치해 있었다. 기업의 비전과 

목표는 특정 내부고객을 위해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과잉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아웃소싱 분야인 전화예약 직원들

을 대상으로 IPA방법을 도입하여 실증분석하고 관리전략을 수립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웃소싱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전화예약 

담당직원의 내부고객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아웃소싱 계약업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로 편의추출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결과해석을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표본의 추출을 통

해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IPA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원급이나 종합병원 등 

규모에 따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직무만족이나 이직

의향,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의 기타 아웃소싱 분야로 확대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후

속연구에서 아웃소싱 분야만 탐색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과의 비교

를 통한 심층적인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전략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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