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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서 간호사 역량이 간호신뢰,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허은주 , 정면숙
1)

2)

요약

고객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의료 인력은 간호사이다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는 고객과 접촉에서 간호사 역량은 간호신뢰와 고객의 다음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간호사 역량이 간호신뢰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병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은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 역량을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진정성으로 하위요소를 구성하였으며 인적서비스는 간호
신뢰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간호신뢰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간호사의 진정성은 간호신뢰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의 인적서비스는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 역량을 통한 간호신뢰는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적서비스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총
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서비스에서 간호사가 제공하는 인적서비스와 진
정성은 신뢰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신뢰를 통해 고객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핵심어 : 간호사 역량,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진정성, 신뢰, 충성도
Abstract
Nurses are medical personnel who clients most often meet when using medical services. Nurses'
competencies is a factor that significantly affects nursing trust and the medical service users' next behav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nurses' competencies perceived by cli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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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ervices on those clients' trust in nursing and loyalty.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persons who had ever used medical services. From the survey, 266 sheets of the
questionnaire as filled-i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analysis was made using SPSS 19.0 and
AMOS 21.0.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udy identified three
sub-factors of nurses' competencies, or personal services, empathy ability and authenticity. Personal services
by nurses were found significantly affecting nursing trust. Nurses' empathy ab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nursing trust, but their authentic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at trust. And their personal services
prove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ing clients' loyalty. Clients' trust in nursing based on their perceived
nurses' competencie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loyalty. As far as the total, indirect and direct effects of
nursing are concerned, it was found that personal service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all of three
effects.
Keywords : nurses' competencies, nurses' services, empathy ability, authenticity, trust, loyalty

서론
국내 의료시장은 의료 수가의 변화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 의사 수 증가와 인구 수
감소 경쟁 병원의 과잉공급 등 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전략과 마케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기대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은 상향되고 있다 고객은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을 표
현하고 있다 병원 공급의 과잉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넓어진 의료시장에서 고객은 불
만족하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쉽게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병원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성과 진료의 품질 뿐 만 아니라 진료와 동반되는 부가적인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서도 고객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경영자와 종사자들은 병원을 이용
하는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병원 생존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질 높은 의료 제공과 함께 고객만족 신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병원경영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병원과 관련된 선행논문은 고객만족 방문의도 충성도 신뢰 구전 등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의료서비스는 숙달된 전문 의료진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영역이다 고객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지각된 위험이 높다 특히 의료서비스에서 고객이 가
지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는 병원 선택과 충성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료 인
력이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고객만족 신뢰 충성도 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의사와 관련된 연구나 의료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된 의료 인력에
대한 연구는 소수 진행되고 있으나 병원 고객과 가장 많은 접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인력
의 영향 요인과 고객만족 신뢰 충성도 등에 관한 논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사의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은 레포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며 알기 쉬운
설명 진실성 등의 안정된 표현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신뢰와 충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의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은 신뢰 가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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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원서비스에서 인적서비스 품질의 하위 구성을 의사와 간호사의 전문성 신뢰 반응성으로
구성하고 연구한 연구 결과 인적서비스 품질이 의료서비스 가치를 높이고 환자만족과 충성도에 유
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와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은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
고 서비스 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의료 인력의 영향요
인이 고객의 신뢰 만족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고객과 가장 많은 접촉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인력은 간호사이다 즉 고객과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역량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신뢰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다음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의료 인력 중 가
장 높은 빈도와 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에 대해 고객이 인지하는 간호사 역량이 간호
신뢰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경영 및 간호사 업무
의 효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에서 간호사 역량
을 인적서비
스
공감능력
진정성
으로 구성하고 간호신뢰와 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그림 과 같다

그림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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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및 가설
간호사 역량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진정성 과 간호신뢰 충성도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역량의 하위 구성요소를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진정성으로 구성하였다
인적서비스는 병원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병원서비스 품질은 고객만족 신뢰 이
용의도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선행연구에서 병원서비스 품질의 하위 구성요소를 인적서
비스 물리적 환경 병원명성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인적서비스는 무형적 비분리성으로 인해 고객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병원서비스 품질을 물리적 환경적 품질과 인적서
비스 품질로 하위 요소를 구성하였으며 인적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역량에 따라 고객
의 다음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 인력이 핵심 서비스로 고객만족 관
계형성 신뢰 몰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감능력은 서비스 마케팅 차원에서 성공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고객과 상호작용 속에
서 서비스 제공자의 공감능력은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하였다 공감이란 타
인의 심리상태를 타인의 입장이 되어 인지적으로 이해하거나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간호학에서 공감은 환자에게 치료적 관계의 중심이며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간호사의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양질의 간호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진정성은 자신의 내면 상태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진심을 가진 것으로 행
동하고 고객과 상호작용에서 자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성이란 서비스가 인
위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진정성을 부여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주며 이는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서비스에서 신뢰는 충성도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의료서비스의 특성
상 고객은 지각된 위험이 높고 의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고객은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평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의존적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신뢰는 충성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간호사 역량 중 인적서비스는 간호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사 역량 중 공감능력은 간호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사 역량 중 진정성은 간호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신뢰는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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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역량 중 인적서비스는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사 역량 중 진정성은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정항목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에는 간호사 역량은 인적서비스 간호사는 나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함 간호사는 높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춤 간호사는 업무 처리가 능숙함 문항 공감
능력 간호사는 나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 간호사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상함 간호사는 내
가 경험한 느낌을 공감함 간호사는 나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함 문항 진정성 간호사의 서비스에
서 진정성을 느낌 간호사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한다고 느낌 간호사에 대해 느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음 문항 간호신뢰 간호사를 믿고 따를 수 있음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
스를 믿을 수 있음 간호사에 대해 인간적인 믿음이 있음 간호사에게 전반적으로 신뢰함 문항
충성도 동일한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한다면 이 병원을 선택 이 병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
에게 이야기함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음 이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함
문항으로 총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은 모두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
본 연구는 경남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입원 등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고 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에는
을 이용하
였으며 최대우도법
으로 적합도 지수들을 통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전체적
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표 과 같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χ 의 값을 제외한 값들이 χ
으로 권장 수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다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값 보다 낮게 나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권장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연구변수들 간에 가설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한 전체 모형의 경로계수 값과 가설 검증 결과를 표 표 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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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측정모형 분석결과

변수 항목 표준화계수

구성 개념
신뢰도

α

인적
서비스
공감
능력
진정성
간호
신뢰
충성도
χ

표

상관관계 분석

구성개념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진정성
간호신뢰
충성도
상관계수는
6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수준 양쪽 에서 유의 대각선 볼드체는

진정성

간호신뢰

충성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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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설검증

가설

경로
인적서비스 간호신뢰
공감능력 간호신뢰
진정성 간호신뢰
간호신뢰 충성도
인적서비스 충성도
진정성 충성도

표준화계수

결과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기각

χ

가설검증 결과는 표 와 같다 첫째 인적서비스는 간호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 β
은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둘째 공감능력은 간호신
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β
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
다 셋째 진정성은 간호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β
은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넷째 간호신뢰는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β
은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다섯째 인적서비스는 충성
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 β
은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타
나 채택되었다 여섯째 진정성은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β
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구분
충성도

인적서비스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감능력

진정성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크기 및 유의성은
표 와 같다 본 연구에서 인적서비스 진정성이 간호신뢰로 매개하여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6 HSST

7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의 역량 중 인적서비스는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 역량은 인적서비스 공감능력 진정성으로 하위요
소를 구성하였으며 인적서비스는 간호신뢰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의 공감능
력은 간호신뢰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간호사의 진정성은 간호신뢰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간호사의 인적서비스는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 역량을 통한
간호신뢰는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검증
한 결과 인적서비스는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높은 지식과 전문성 업무처리능력 등의 인적서비스는 간호신뢰를 매개하
여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과 유사한 결과로 의료서비스에서 핵심 서비스인 간호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인적서비스는 병원 경영 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간호사의 공감능력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간호신뢰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와다
른 결과로 본 연구의 경우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간호신뢰에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진정성은 간호신뢰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고객이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을 때 간호사의 간호행위에서 진심이 우러나는 서비스와 같은 진정성을 느끼면 상호간의 신뢰
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를 통해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신뢰와 충성도를 위해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성 교육과 훈련
도 중요하다 또한 고객이 간호사가 진심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 있
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 훈련도 필요할 것이다 즉 간호사는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
문적인 지식함량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고 업무를 적용하는데 있어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직
업적 가치관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간호역량을 더욱 함량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사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너리즘
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간호서비스 제공에서 환자에게 간호지식과 함께 진정성을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의 노력이 경영성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의료경영자는 환자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기술과 함께 진정성을 제공
하는 간호사에 대한 보상 혜택이나 정책 제도 등 적극적 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은 병
원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환자신뢰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위해 연구 대상을 전국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기
각된 가설인 간호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호사의 인적 역량과 관련
된 다양한 변수를 통해 고객만족 신뢰 충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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