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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비교연구

본 연구는 개원의와 봉직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비교 연구하여,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향상방안을 제
시하고 의사인력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한
후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자료는 경기도,강원도,충
청북도에 근무하는 개원의 200명,25개 병원의 봉직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다.설문조사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8일간 자기 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설문지는 개원의용과 봉직의
용으로 구분하여 10명의 영업사원에게 40부씩 배포하였으며,배포된 총 400부의
설문지 중 개원의용 설문지 68부 봉직의용 설문지 98부가 회수되어 39.25%의 회
수율을 보였다.회수된 설문지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57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설문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종합해 보면 개
원의는 3.41점,봉직의는 3.61점으로 보통수준(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개원의의 직무만족과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경우,직무만족과 정(正)

상관관계인 변수로는 긍정적심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다음으로는 일
의 중요성(.776),자원공급의 적절성(.765),업무의 다양성(.744),직업의 안정성
(.687),보상(.422)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직무만족과 역(逆)상관관계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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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는 부정적 심성(-.713)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인구특성변수들의 경우,결
혼여부(-.093),소득수준과 운영기간(.037),총 근무기간(.007),연령(.002)으로 직무만
족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봉직의의 직무만족과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경우,직무만족과 정(正)상
관관계인 변수들을 보면 직업의 안정성이 직무만족과 .64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고,다음으로는 성장기회(.417),조직에 대한 견해(.404),긍정적 심성(.395),
승진기회(.359),직속상사의 지원(.296),일의 중요성(.227),업무의 다양성(.220),자
원공급의 적절성과 업무의 명확성(.204)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러
나 여가시간활용(.153),직장동료의 지원(.121),업무의 자율성(.044)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직무만족과 역(逆)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보면 이직의도(-.577)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다음으로 부정적 심성
(-.321),업무갈등(-.281),업무량(-.206),보상(-.140)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인
구특성변수들의 경우,총 근무기간(.253)과 소득수준이(.231)직무만족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넷째,개원의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보면, 업무의 다양성,업무의 자율성,긍정적 심성의 3개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봉직의의 경우는 업무의 자율성,직업의 안정성,그
리고 긍정적 심성의 3개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전체 독립변수들이 직무만족도의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보면,개원의
의 경우 88.6%,봉직의의 경우 54.1%로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봉직의보
다 개원의 직문만족도 변이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개원의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

과대학 교육 시 의료의 본질과 사명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
며,마인드 컨트롤과 일과시간 이후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져 봄으로 긍정적 마
인드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개원의들의 일상적 반복적 업무는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더 많은 지식과 기술적
숙련은 통해 진료표방 과목 늘리기,각종 건강클리닉 개설,비만․ 탈모 ․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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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선․식이요법 등의 웰빙 클리닉 개설,Group진료 및 집단 개원,중소병원과
개방병원 협약을 맺어 장비를 활용한 수술,등으로 업무를 다양화 시켜 볼 수 있
다.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진료 및 처방권 보장 및 이에
따른 책임의 강화,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의를 통한 보험 수가의 적절한 산
정 등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봉직의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1년의 단기계약에서 3~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의 계약조건 개선,장기근무자의 인센티브제공,연구년,안식년,선진
진료기법의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병원내의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 적극 유도,약물 및 진료재료 및 장비 선
택권의 보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연구의 학술적 활용과
의사들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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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병원 수의 증가로 병원산업은 과거에 비해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의료시장이 소비자 주도시장,의료시장 개방,의료의 산업화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의사라는 직업은 더 이상 전통적으로 업무의 자율성,고용의 안정
성,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누리는 직업으로 보기 힘들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병원 내에서의 의사들은 여전히 진료 및 경영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특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따라서 의사들의 잦은 이직은 병원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
료의 질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조병희,2000).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개원가의 여건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자 병원 봉직의사
들의 이직 후 개원현상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개원의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경영능력이 부족한 병원은 도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영준,2002).
과거의 의료는 양적 팽창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내원객 요구가 다양화 및 고급화에 따라 새로운 의료서비
스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으며,경쟁 양상이 진료권내 위치 경쟁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용균,2003).병원이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병원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이념이다.즉,사람이 조
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의미인데 이는 향후 병원조직 구성원들
의 태도나 마인드에 의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는 것이다(2001,손화익).
따라서 병원 조직원들의 성취동기나 직무만족과 같은 태도가 병원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각도에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간호직,행정직,
보건직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조직몰입,조직애착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그런데 아직까지는 병원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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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며,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의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따라서
의사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병원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
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수준과 인구사회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의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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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111절절절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jjjooobbbsssaaatttiiisssfffaaaccctttiiiooonnn)))

222...111...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직무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개념의 정의가 필요
할 것이다.하지만 그 정의는 학자들 마다 모두 다르게 하고 있어 모든 조직 구성
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직무만족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포괄적인 개념을 도출 하
고자 한다.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의 선두 연구자인 Hoppock(1985)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

원들의 심리적․생리적․환경적 상황의 결합상태라고 정의하였고,Alderfer(1972)
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간욕구를 ERG 이론에서 욕구범주를 존재와 관계 그리고
성장의 요구로 분류하고 인간의 직무동기 및 만족은 이들 욕구 충족에 의하여 발
로된다고 하였다.직무만족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유
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Slavitt(1978)는 ‘인생 전반에 걸친 만
족 중의 단지 일부이며 그것은 개인의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흥미,준비에 따른 직무특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McCormic등
(1980)은 ‘직무와 고용주에 관한 근로자의 견해에 관련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직무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만족과 작업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Herzberd& Organ(1959)등은
직무만족이 작업 자체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작업결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Porter& Lawler(1969)는 작업
결과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직무만족도는 작업 결과에 따라 보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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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각이라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서영준(2002)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정도”

라고 하였고,이만구(2001)는 “조직원들이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총체적
인 감정의 상태”라고 했으며,이때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 긍정적이면 직무만족의
상태가 되고,부정적이면 직무 불만족의 상태가 된다.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는 조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정수진 등 (2000)은 ‘한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긍정적 정서 상태라 할 수
있으며,이는 태도,가치,신념,욕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요소들의
충족의 정도는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작업동기부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라고 정의 하였다.
위에서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정의를 살펴 보았지만 통일된 견해가 없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통한 결과물에 대해 보람
을 느끼고 있으며,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구해도 되지 않을 만큼 만족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222...111...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111)))조조조직직직적적적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첫째,자신의 직무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진 조직구성원은 외부사
회에 나아가서도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공 관계기능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이렇게 되면 일반대
중이 그 조직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며 조직 활동의 합법성과 목적이 고양된다.
둘째,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조직구성원은 조직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외부
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셋째,조직구성원이 자기가 맡은 일에 만족하면 근무조건이 안정되어 조직의 생
산성과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또한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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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율과 이직률이 감소된다.빈번한 이직은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단절과 같은 현
상을 초래하게 된다.따라서 직무만족도의 개선은 이직률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그
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최호현,2004).

(((222)))개개개인인인적적적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첫째,가치판단적인 면에서 볼 때 중요하다.인간은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시간을 거의 직장에서 보내게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직장 근무에서
만족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구성원이나 조직모
두에게 불행이 아닐 수 없다.조직이 소득획득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직무를 통한 만족의 실현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정신건강의 면에서 인간의 불만족 증대는 전이효과(spill-overeffect)를 가
져와 생활전반에 확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직장생활의 불만은 직장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에 확대된다는 점이다.따라서 조직생활에서 불만족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여가생활의 삶에까지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셋째,직무만족은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최호현,2004).

333...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 졌지만,아직까지 직무만족 요인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실증적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며,어떤 요인이 직무만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했다.이것은 직무가 과업,책임,상호작용,인센티브,보상 등이 복잡하게 상호 관
련되어 직무만족 요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ilton,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
내․외 학자들의 학문적 견해와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일반적
인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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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zberg(1951)는 경제적 보수와 명성,특별한 활동과 목표 달성에서 얻는 기쁨의
본질적 만족,사회적 ․환경적인 부수적 만족 등의 세 가지를 직무만족의 영향요
인으로 선정하고 있다.Herzberg(1959)는 직무 만족요인을 가리켜 동기요인
(motivatorfactors)이라 부르고 여기에는 성취감,인정,직무 그 자체,책임,성장
과 발전 등 5가지 요인을 들고 있으며,이것의 충족여부가 직무에 대한 만족여부
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족요인이라 하였다.한편 직무불만족요인을 가리켜 위생요
인(hygienefactors)이라 부르고 여기에는 정책 및 관리,감독,작업조건,대인관계,
임금,직위 등을 말하고 이것들이 결여될 경우 직무에 불만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만족요인 이라고 하였다.

222...222모모모형형형의의의 설설설정정정

222...222...111연연연구구구 모모모형형형 설설설정정정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독립변수에는 구조적 변수,심리적 변수,환경적 변
수로 하였고,종속변수는 직무만족도로 하였다.즉 구조적 변수,심리적 변수,환
경적 변수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양(+)과 음(-)의 인과관
계를 설정하였다.모형<그림 1>에 사용된 변수들은 조직론 연구에 많이 사용하는
변수들로 주된 독립 변수들의 적합성과 모델의 설명력은 국내외의 병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Priceand Mueller,1981;서영준 외,
1997)

222...222...222연연연구구구 변변변수수수 설설설정정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에서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구조적 변
수”(structuralvariables)로 명명하고,개인적 심성과 관련되는 요인들은 “심리적
변수”(psychologicalvariables)로 명명하였다.구직기회는 외부노동시장(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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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arket)과 같은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직기회와 관련된 요인을 “환경
적 변수”(environmentalvariables)로 명명하였다.

222...222...333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jobsatisfaction)를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좋아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구조적 변수,심리적 변수 ,환경적 변수들이 독립
적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222...222...444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독립변수란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변수를 뜻하는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구조적 변수”(structuralvariables)로 명명하고,구직기회와 관
련된 요인을 “환경적 변수 ”(environmentalvariables)로 명명하였다.또한 최근
에 일부 심리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인적 심성과 관련되는
내용을 “심리적 변수”(psychologicalvariables)로 명명하였다.

111)))구구구조조조적적적 변변변수수수
구조적 변수로는 업무의 다양성(jobvariety),업무의 명확성(roleclarity),업무량

(workload), 업무의 일관성(role consistency), 자원공급의 적절성(resource
adequacy),업무의 자율성(autonomy),업무의 중요도(jobsignificance),직업의 안정
성(security),절차공정성(proceduraljustice),승진기회(promotionalchance),분배의
공정성(distributivejustice),내적인적지원(internalsocialsupport)을 선정하였다.
업무의 다양성은 업무의 단순성(routinization)의 반대되는 용어로,업무가 다양

하고 지루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기존 연구에서 업무의 다양성은 직무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운학,1997;서영준,1995;고종욱
등,1999;Hackmanetal.,1971).본 연구에서 업무가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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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업무의 명확성은 직무의 범위와 지시의 명확한 정도를 의미하며 업무가 명확

할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현미,2001;엄
승섭,1994;Gruneberg,1981).본 연구에서 업무의 범위와 지시가 명확할수록 직
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업무의 양은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의 양을 의미하며,기존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변수 중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Slavittetal.,1978;
House,1980,1981;Ardelina,1980).본 연구에서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업무의 일관성은 업무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하며 상사,동료로부터 업무의 지시

나 업무요청의 일관성으로 한정하였다.업무가 일관될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현미,2001).본 연구에서는 업무가 일관될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원공급의 적절성은 자원공급의 부적절성(resourceinadequacy)과 상반되는 개

념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변수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최은영,2001;주현
미,2001;박미현,1998;House,1980,1981).본 연구에서는 자원공급이 적절할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여가시간의 활용은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본 연

구에서는 여가시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업무의 자율성은 자신이 가진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의미하며,근로자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정도가 클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현,1998;송운학,1997;Slavittetal.,1978;Stampset
al.,1978;Jamesetal.,1971).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업무에 대해 자율성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업무의 중요도는 직무에 대해 갖는 자부심을 의미하며,기존 연구에서 직무의

중요도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효,1995;
Brown,1996).본 연구에서는 직무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 클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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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직업의 안정성은 직업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정도를 의미하며,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직장애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있다(김조자 등,1988;Hodsonetal.,1982;Wexleyetal.,1984).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절차공정성은 직장에서 규정 및 규칙(regulationsandrules)의 투명성 및 공평성

을 가진 정도를 의미하며,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절차공정성이 클수록 직무만족도나
직장애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현,1998).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규정
및 규칙이 공평할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였다.
승진기회는 조직 내에서의 수직적인 직위 상승을 의미하며,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현,1998;서영준 등,1997;서영준,1995;
Wexleyetal.,1984;Porteretal.,1978).본 연구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클수록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배의 공정성은 기존의 공평성 이론(equitytheory)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pay)의 공정한 정도를 의미하며,기존의 많은 연
구를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근무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진바 있다(서
영준,1997;오지영,2001;Slavittetal.,1978;Ardelina,1980;Kaufman,1982).본 연
구에서는 보상의 공정성이 클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였다.
내적인적지원은 직속상사의 지원(supervisorsupport),직장동료의 지원(co-worker

support)을 포함한 개념으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및 하급자의 지원정도를 의미하
며,기존 연구는 직장내의 동료나,상사가 직무수행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생산성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주현미,2001;서영준,1995;
서영준 등;2001,Roethlisbergeretal.,1938).본 연구에서는 내적인적지원의 정도가
클수록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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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경경경적적적 변변변수수수

환경적 변수로는 외부취업기회(jobopportunity)가 포함되었다.외부취업기회는
경제학적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로,기존 연구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상태가 취업이
가능한 직장이 많으면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곤,1999,서영준,1995).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취업기회가 많을수록 직무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333)))심심심리리리적적적 변변변수수수

심리적 변수로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긍정적 심성(positiveaffectivity),부
정적 심성(negativeaffectivity)이 선정되었다.
자아효능감은 업무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의미하며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나 조직애착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서영준,1995;서영준 등,2001;최은
영,2001;Slavittetal.,1978;Ardelina,1980)본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의 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긍정적 심성,부정적 심성은 “기질변수(dispositionalvariable)"로 불리며,일부

심리학자들에 의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기존의 연구에 따라면 외부에서 자극
이 주어지면 기질변수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발현되는데,즉 스트레스와 같은 외
부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보다 덜
자극 받으며,따라서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직무만
족도나 직무애착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Briefetal.,1988).본 연구에서
는 긍정적인 심성이 클수록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부정적인 심성이 클수록 부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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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555통통통제제제변변변수수수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이론적 변수들이 직무만족도 및 직장애착도의 변이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controlvariable)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표표 111>>>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의의의

변수 변수의 정의
구구구조조조적적적 변변변수수수
업무의 다양성 업무가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은 정도
업무의 명확성 업무의 범위와 지시의 명확한 정도
업무의 양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의 양
업무의 일관성 업무가 일관된 정도
자원공급의 적절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원의 충분한 정도
업무의 자율성 자신이 가진 업무의 재량권의 정도
업무의 중요도 업무에 대해 갖는 자부심의 정도
직업의 안정성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정도
절차의 공정성 규정 및 규칙의 투명성 및 공평성을 가진 정도
여가시간활용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승진기회 승진의 기회정도(수직적인 지위)
분배의공정성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의 공정한 정도
내적인적지원 직속상사,동료로부터의 지원정도
조직에 대한 견해 조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

환환환경경경적적적 변변변수수수
외부취업기회 외부에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심심심리리리적적적 변변변수수수
자아효능감 업무에 있어서의 자신감의 정도
긍정적 심성 매사를 적극적,긍정적으로 보는 심리
부정적 심성 매사를 소극적,부정적으로 보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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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 (正)
-=부정적인 영향 (負)

<<<그그그림림림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인인인과과과모모모형형형

환환환경경경적적적 변변변수수수 구구구직직직기기기회회회 ---

구구구
조조조
적적적
변변변
수수수

업업업무무무의의의 다다다양양양성성성 +++

엄엄엄무무무량량량 +++

자자자원원원공공공급급급의의의 적적적절절절성성성 ---

업업업무무무의의의 자자자율율율성성성 ---

직직직업업업의의의 안안안정정정성성성 +++

보보보상상상 +++

여여여가가가시시시간간간활활활용용용 +++
직직직
무무무
만만만
족족족
도도도

일일일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

업업업무무무의의의 명명명확확확성성성 +++

업업업무무무갈갈갈등등등 +++

성성성장장장기기기회회회 +++

승승승진진진기기기회회회 +++

직직직속속속상상상사사사의의의 지지지원원원 +++

직직직장장장동동동료료료의의의 지지지원원원 +++

조조조직직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견견견해해해 +++

심심심리리리적적적 변변변수수수

자자자아아아효효효능능능 +++

긍긍긍정정정적적적 심심심성성성 +++

부부부정정정적적적 심심심성성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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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333...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개원의 200명,
25개 병원의 봉직의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통해 2008년 11월 10일부터 11
월 28일까지 18일간 이루어졌다.배포된 총 400부의 설문지 중 개원의용 설문지
68부 봉직의용 설문지 98부가 회수되어 39.25%의 회수율을 보였다.회수된 설문
지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57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33...222변변변수수수 측측측정정정

본 연구의 설문지에 사용된 항목들은 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론 연
구들(서영준 등,2001)에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개원의와 봉직의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설문은 크게 업무의 특성 및 근무여건,직무와
직장에 대한 만족도나 기대감,개인의 태도나 가치,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
분되어 있으며,각각의 특성별로 세부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각 척
도의 점수는 1‘전혀 그렇지 않다’2‘그렇지 않다’3‘반반이다’4‘그런 편이다’5‘매
우 그렇다’로 최하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각 문항의 점수가 1
점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응답,5점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해석
한다.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수로 나눈 평균값을 척도 값으로 했기 때문
에 모두 동일하게 최하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통제변수인 직
종,교육 변수는 범주형의 형태를 가지는 변수이므로 가변수(dummy)처리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판별타당도(discriminantvalidity)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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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들
은 해당요인에만 높게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측정한 다변량 변수사이
의 일관된 정도를 알아보고자 신뢰도(reliability)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항목의 수,평균,표준편차,범위,신뢰도는 <표2>
에 요약되어 있다.신뢰도 측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Chronbach's α값이0.61～0.92
까지 걸쳐 있으며,모든 항목들이 0.6이상의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3>에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0.8을 넘는 상관계수가
없어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또
한,변수들간의 선형관계(linearity)를 잔차분석(residualanalysis)을 통해 검토한
결과 모든 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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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개원의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변 수 항목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α)
독립변수
업무의 다양성 3 3.19 .92 .81
업무량 3 3.62 .76 .73
자원공급의 적절성 3 3.13 .83 .72
업무의 자율성 3 3.86 .56 .62
직업의 안정성 3 3.58 .83 .81
보상 3 3.32 .81 .78
여가시간활용 3 2.53 .84 .80
일의 중요성 4 3.45 .90 .87
긍정적심성 4 3.39 .94 .92
부정적심성 4 2.49 .80 .87

종속변수
직무만족 9 3.41 .7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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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봉직의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변 수 항목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α)
독립변수
업무의 다양성 3 3.59 .77 .73
업무량 3 3.02 .85 .80
자원공급의 적절성 3 3.12 .85 .77
업무의 자율성 3 3.06 .82 .81
직업의안정성 3 3.60 .69 .75
보상 3 2.68 .80 .86
여가시간활용 3 3.17 .89 .90
일의 중요성 4 3.51 .54 .61
긍정적심성 4 3.43 .76 .85
부정적심성 4 2.60 .86 .89
업무의 명확성 3 3.87 .72 .71
업무 갈등 3 2.52 .65 .60
성장기회 4 3.27 .70 .83
승진기회 3 3.31 .78 .83
직속상사의 지원 3 3.34 .75 .82
직장동료의 지원 3 3.52 .77 .85
조직에대한 견해 5 3.28 .70 .87

종속변수
직무만족 9 3.61 .54 .80



- 17 -

333...333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직장애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ANOVA,Post-hocMultiple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둘째,개원의의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에 대

한 독립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셋째,봉직의의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에 대

한 독립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넷째,개원의와 봉직의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

무만족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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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444...111개개개원원원의의의의의의 사사사회회회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별별별 분분분포포포

개원의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성별은 남자가 57명으로 86.4%를 차지했고,
여자가 9명으로 13.6%를 나타냈다. 연령은 25-35세가 2명(3.1%),36-45세가 19명
(28.8%),46-55세가 36명(54.5%),56세 이상이 9명(13.6%)이었다. 결혼여부를 살펴
보면,기혼자는 64명(98.5%),미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5%)이였다. 근무처는
개인병원 원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0명(96.8%)였으며,준 종합병원이라고 응답
한 사람이 2명(3.2%)이었다. 소득수준은 1000-1399만원이 27명(4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으로 600-999만원이 18명(31.0%),1400만원이상이 9명(15.5%),
200-599만원이 4명(6.9%)이었다.
운영기간은 5-10년이 27명(45.0%)으로 가장 높았으며,1-4년이 15명(25.0%),15년

이상이 11명(18.3%),11-15년이 7명(11.7%)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 취득후 총 근
무기간은 11-20년이 29명(46.0%)으로 가장 높았으며,21-30년이 26명(41.3%),30년
이상이 6명(9.5%),1-10년이 2명(3.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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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개원의의 특성별 분포

특성 범주 사례수 %

성 별 남자 57 86.4
여자 9 13.6

연 령

25-35세 2 3.1
36-45세 19 28.8
46-55세 36 54.5
56세 이상 9 13.6

결혼여부 결혼 64 98.5
미혼 1 1.5

근무처
개인병원원장 60 96.8
종합병원 - -
준종합병원 2 3.2

소득수준

200-599만원 4 6.9
600-999만원 18 31.0
1000-1399만원 27 46.6
1400만원 이상 9 15.5

운영기간

1-4년 15 25.0
5-10년 27 45.0
11-15년 7 11.7
15년 이상 11 18.3

총근무기간

1-10년 2 3.2
11-20년 29 46.0
21-30년 26 41.3
30년 이상 6 9.5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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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봉봉봉직직직의의의의의의 사사사회회회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별별별 분분분포포포

봉직의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성별은 남자가 81명으로 90.0%를 차지했고,
여자가 9명으로 10.0%를 나타냈다. 연령은 25-35세가 30명(33.0%),36-45세가 36
명(39.6%),46-55세가 16명(17.6%),56세 이상이 9명(9.9)이었다. 결혼여부를 살펴
보면,기혼자는 62명(68.1%),미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31.9%)이었다. 근무처
는 종합병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명(61.8%)였으며,준 종합병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명(36.0%),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2.2%)이었다.소득수준은 200-599
만원이 27명(3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00-999만원이 26명(32.1%),
1000-1399만원이 23명(28.4%),1400만원 이상이 5명(6.2%)이었다.
현 병원에서의 근무기간은 1-4년이 67명(73.6%)으로 가장 높았으며,5-10년이 17

명(18.7%),11-15년이 2명(2.2%),15년이상이 5명(5.5%)로 나타났다. 의사면허 취득
후 총 근무기간은 1-10년이 41명(45.1%)으로 가장 높았으며,11-20년이 33명
(36.3%),21-30년이 13명(14.3%),30년이상이 4명(4.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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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봉직의의 특성별 분포

특성 범주 사례수 %

성 별 남자 81 90.0
여자 9 10.0

연 령

25-35세 30 33.0
36-45세 36 39.6
46-55세 16 17.6
56세 이상 9 9.9

결혼여부 결혼 62 68.1
미혼 29 31.9

근무처
종합병원 55 61.8
준 종합병원 32 36.0
기타 2 2.2

소득수준

200-599만원 27 33.3
600-999만원 26 32.1
1000-1399만원 23 28.4
1400만원 이상 5 6.2

현병원에서의
근무기간

1-4년 67 73.6
5-10년 17 18.7
11-15년 2 2.2
15년 이상 5 5.5

총근무기간

1-10년 41 45.1
11-20년 33 36.3
21-30년 13 14.3
30년 이상 4 4.4

(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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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응응응답답답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별별별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차차차이이이분분분석석석

직무만족의 전체평균은 3.61이었다.
개원의의 직무만족 차이를 분석해보면,성별로는 여자가 3.61로 남자인 3.38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5-35세가 3.66으로 그 이하 연령군보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4.00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근무처에 따라
서는 준 종합병원이,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0-1399만원의 소득자가,운영기간에
따라서는 15년 이상을 운영한 사람이,총 근무기간은 1-10년의 기간을 가진 사람
이 직무만족이 높았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봉직의의 직무만족 차이를 분석해보면,성별로는 남자가 3.61로 여자인 3.56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6세 이상이 3.88로 그 이하 연령군보다 만족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여부
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3.65로 미혼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근무처에 따라
서는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0-1399만원의 소득자
가,현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5-10년을 근무한 사람이,총 근무기간은 30년이상의
기간을 가진 사람이 직무만족이 높았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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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응답자의 특성별 직무만족 차이 분석

변수 및 응답범주
개원의 봉직의

평균 t/F 평균 t/F

성 별
남자 3.38

t=-.807
3.61

t=.263
여자 3.61 3.56

연 령

25-35세 3.66

F=.267

3.50

F=1.333
36-45세 3.43 3.61
46-55세 3.35 3.69
56세 이상 3.58 3.88

결혼여부
결혼 3.39

t=-.743
3.65

t=.929
미혼 4.00 3.54

근무처
개인병원원장 3.39

F=1.481
3.67

F=1.307종합병원 - 3.54
준종합병원 4.11 3.16

소득수준

200-599만원 3.58

F=1.705

3.49

F=1.572
600-999만원 3.17 3.66
1000-1399만원 3.65 3.81
1400만원 이상 3.20 3.80

운영기간
(개원의)
현근무기간
(봉직의)

1-4년 3.43

F=.030

3.56

F=2.302
5-10년 3.43 3.89
11-15년 3.47 3.77

15년 이상 3.51 3.33

총 근무기간

1-10년 3.66

F=.227

3.47

F=2.104
11-20년 3.41 3.68
21-30년 3.35 3.82
30년 이상 3.61 3.8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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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개원의의 직무만족과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경우,직무만족과 정(正)상관관계
인 변수들을 보면 긍정적심성이 직무만족과 .86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고,다음으로는 일의 중요성(.776),자원공급의 적절성(.765),업무의 다양성(.744),
직업의 안정성(.687),보상(.422)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직무만족과
역(逆)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보면 부정적 심성(-.713)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인구특성변수들의 경우,결혼여부(-.093),소득수준과 운영기간(.037),총 근
무기간(.007),연령(.002)으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직의의 직무만족과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경우,직무만족과 정(正)상관관계

인 변수들을 보면 직업의 안정성이 직무만족과 .64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고,다음으로는 성장기회(.417),조직에 대한 견해(.404),긍정적 심성(.395),승진기
회(.359),직속상사의 지원(.296),일의 중요성(.227),업무의 다양성(.220),자원공급
의 적절성과 업무의 명확성(.204)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러나 여
가시간활용(.153),직장동료의 지원(.121),업무의 자율성(.044)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직무만족과 역(逆)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보면 이
직의도(-.577)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다음으로 부정적 심성(-.321),업무
갈등(-.281),업무량(-.206),보상(-.140)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특성변수
들의 경우,총 근무기간(.253)과 소득수준이(.231)직무만족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맺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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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직무만족도와 상관계수

변 수
개원의 봉직의
상관계수 상관계수

독립변수
업무의 다양성 .744*** .220*
업무량 .175 -.206*
자원공급의 적절성 .765*** .204*
업무의 자율성 .384*** .044
직업의안정성 .687*** .649***
보상 .422*** -.140
여가시간활용 .009 .153
일의 중요성 .776*** .227*
긍정적심성 .860*** .395***
부정적심성 -.713*** -.321***
업무의 명확성 - .204*
업무 갈등 - -.281**
성장기회 - .417***
승진기회 - .359***
직속상사의 지원 - .296***
직장동료의 지원 - .121
조직에대한 견해 - .404***

인구특성 변수
연령 .002 .206
결혼여부(결혼=1) -.093 .098
소득수준 .037 .231*
운영기간 .037 -
현근무기간 - .028
총근무기간 .007 .25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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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55개개개원원원의의의의의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개원의의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여러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2단계를 거쳐 변수를 첨가시켰다. 먼저
1단계로 인구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들 변
수들은 결정계수의 값이 .021로 나타났으며,인구특성변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수들을 앞의 식에 추가하
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중에는 긍정적 심성(.317),업무의 다양성(.195),업무의
자율성(.217)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결정계수 값은 .886로서,앞에
비해 .865증가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직무
만족 변이의 88.2%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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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개원의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분석

변 수
개원의

ModelⅠ ModelⅡ
β β

인구특성
변수

연령 -.067 -.188
결혼여부(결혼=1) -.125 .088
소득수준 .008 -.080
운영기간 .046 -
현근무기간 - .100
총근무기간 .136 .077

독
립
변
수

업무의 다양성 .238**
업무량 .152
자원공급의 적절성 -.091
업무의 자율성 .217*
직업의안정성 .127
보상 .001
여가시간활용 .123
일의 중요성 .183
긍정적심성 .317*
부정적심성 -.200
R2 .021 .886
R2-Change - .865
F값 .193 17.56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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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66봉봉봉직직직의의의의의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봉직의의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또한 2단계를 거쳐 변수를 첨가
시켰다.먼저 1단계로 인구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들 변수들은 결정계수의 값이 .113으로 나타났으며,인구특성변수는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수들을 앞
의 식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독립변수 중에는 직업의 안정성(.476),긍정적 심성
(.272)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결정계수 값은 .582로 나타나,전체
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직무만족 변이의 58.2%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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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봉직의의 직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변 수
봉직의

ModelⅠ ModelⅡ
β β

인구특성
변수

연령 -.158 -.346
결혼여부(결혼=1) -.027 -.070
소득수준 .179 .094
운영기간 -.145 -
현근무기간 - -.052
총근무기간 .417 .329

독
립
변
수

업무의 다양성 -.081
업무량 -.060
자원공급의 적절성 -.257
업무의 자율성 .184
직업의안정성 .476***
보상 .020
여가시간활용 .240
일의 중요성 -.129
긍정적심성 .272*
부정적심성 .087
업무의 명확성 .087
업무 갈등 -.089
성장기회 .146
승진기회 .089
직속상사의 지원 .012
직장동료의 지원 -.105
조직에대한 견해 .135
R2 .113 .582
R2-Change - .469
F값 1.784 3.35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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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77개개개원원원의의의와와와 봉봉봉직직직의의의의의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개원의와 봉직의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원의의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여러 독립변수들의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2단계를 거쳐 변수를 첨가시켰다. 먼저 1단
계로 인구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들 변
수들은 결정계수의 값이 .021로 나타났으며,인구특성변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립변수들을 앞의 식에 추가하
여 분석하였다.독립변수 중에는 긍정적 심성(.317),업무의 다양성(.195),업무의
자율성(.217)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결정계수 값은 .886로서,앞에
비해 .865증가하였다.이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직무만
족 변이의 88.2%를 설명하고 있다.
봉직의의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또한 2단계를 거쳐 변수를 첨

가시켰다.먼저 1단계로 인구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들 변수들은 결정계수의 값이 .111로 나타났으며,인구특성변수는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단계로 독립변수들을 앞
의 식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독립변수 중에는 직업의 안정성(.578),긍정적 심성
(.242),업무의 자율성(.239)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결정계수 값은
.541로 나타나,전체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직무만족 변이의 54.1%를 설
명하고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에 공통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업무의 자율성과 긍정적 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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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비교분석

변 수
개원의 봉직의

ModelⅠ ModelⅡ ModelⅠ ModelⅡ
β β β β

인
구
특
성
변
수

연령 -.067 -.188 -.196 -.272
결혼여부(결혼=1) -.125 .088 -.011 -.054
소득수준 .008 -.080 .172 .066
운영기간 .046 - -.094 -
현근무기간 - .100 - -.066
총근무기간 .136 .077 .434 .281

독
립
변
수

업무의 다양성 .238** .042
업무량 .152 -.096
자원공급의 적절성 -.091 -.098
업무의 자율성 .217* .239*
직업의 안정성 .127 .578***
보상 .001 .048
여가시간활용 .123 .163
일의 중요성 .183 -.012
긍정적심성 .317* .242*
부정적심성 -.200 .010

R2 .021 .886 .111 .541
R2-Change - .865 - .400
F값 .193 17.565*** 1.774 4.7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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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555...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 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의의의 해해해석석석

본 연구는 개원의와 봉직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비교 연구하여,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향상방안 제시
하고 의사인력의 합리적,효율적인 인력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
다.본 연구에서 밝혀진 유의한 결과 및 개선안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 차이를 분석한 결과중 개원의의 경우를 보

면,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연령별로는 25-35세가 그 이하
연령군보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보다
는 미혼자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0-1399만원의 소득자가,
운영기간에 따라서는 15년 이상을 운영한 사람이,총 근무기간은 1-10년의 기간을
가진 사람이 직무만족이 높았다.
봉직의의 직무만족 차이를 분석해보면,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6세 이상이 그 이하 연령군보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근
무처에 따라서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0-1399만
원의 소득자가,현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5-10년을 근무한 사람이,총 근무기간은
30년 이상의 기간을 가진 사람이 직무만족이 높았다.
둘째,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과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경우중 개원의

의 경우에는,직무만족과 정(正)상관관계인 변수들을 보면 긍정적심성이 직무만족
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다음으로는 일의 중요성,자원공급의 적절성,업
무의 다양성,직업의 안정성,보상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직무만족
과 역(逆)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보면 부정적 심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인구특성변수들의 경우,결혼여부,소득수준과 운영기간,총 근무기간,연령으
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관계 분석결과 직무
만족도와 각 독립변수간의 정(+),부(-)의 관계가 모두 모형에서 예측한 방향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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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들의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봉직의의 직무만족과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경우,직무만족과 정(正)상관관계

인 변수들을 보면 직업의 안정성이 직무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다음
으로는 성장기회,조직에 대한 견해,긍정적 심성,승진기회,직속상사의 지원,일의
중요성,업무의 다양성,자원공급의 적절성과 업무의 명확성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그러나 여가시간활용,직장동료의 지원,업무의 자율성은 직무만족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직무만족과 역(逆)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
을 보면 이직의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다음으로 부정적 심성,업무
갈등,업무량,보상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인구특성변수들의 경우,총근무기
간과 소득수준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셋째,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중 개원

의의 경우를 보면,인구특성변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독립변수 중에는 긍정적 심성,업무의 다양성,업무의 자율성이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봉직의의 결과를 보면,인구특성변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립변수 중에는 직업의 안정성,
긍정적 심성,업무의 자율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개원의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 첫째,긍정적 심성은 매사를 적

극적 긍정적으로 보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긍정적 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 시 의료의 본질과 사명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
으며,마인드 컨트롤과 일과시간 이후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져 봄으로 낳아질
수 있을 것이다.둘째,업무의 다양성은 업무의 단순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개원의들의 일상적 반복적 업무는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더 많은 지
식과 기술적 숙련을 통해 진료표방 과목 늘리기,각종 건강클리닉 개설,비만․
탈모 ․생활습관 개선 등의 웰빙 클리닉 개설,Group진료 및 집단 개원,중소병
원과 개방병원 협약을 맺어 장비를 활용한 수술,등으로 업무를 다양화 시키면 직
무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셋째,업무의 자율성은 자신이 가진
업무의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하며,개원의 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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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판단에 따른 진료가 아닌 심사정책에 부합하는 진료요구,보험수가의 부
적절성 등으로 자율적인 진료에 제한을 받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진료 및 처방권 보장,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의를 통
한 보험 수가의 적절한 산정 등이 필요 할 것이다.
봉직의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 중 첫째,직업의 안정성은 고용상태

가 안정적인 정도 말하며,봉직의의 경우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약직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들이 몸담고 있는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
서는 1년의 단기계약에서 3~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의 계약조건 개선,장기근무
자의 인센티브제공,연구년,안식년,선진진료기법의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둘째 업무의 자율성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가진 업무의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봉직의들이 자율적으로 진
료하지 못하고 병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당하고 있다면 직무만족도는
낮아 질 수밖에 없다.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병원내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약물 및 진료재료 및 장비
선택권의 보장도 봉직의의 자율적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555...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및및및 앞앞앞으으으로로로의의의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서 보완 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의 결과는 직의의 결과를 보면,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에 근무
하는 개원의 200명,25개 병원의 봉직의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므
로 연구결과를 전국으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 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또한 동
아제약과 거래가 있는 의사들만을 조사하였음으로 결과의 한계가 있다.따라서 추
후에 보다 다양한 지역과 형태의 병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반복한다면 개
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일반화에 기여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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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 검토된 독립변수들이 직무만족에 변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소수에 불과했다.이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작았기 때문
에 만족할 만한 통계적 검증력을 가질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향후에는 보
다 큰 표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지역과 의사의 근무지역의 지역적 연고
등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를 개발
하여 추가로 검증하여 본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본 연구는 표본으로 선택된 연구 대상을 한 시점에서만 조사하는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를 사용하여 조사 하였으나 이와 같은 단면연구로는 직무만족
에 대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추후에는 연구기간을 늘려서
동일한 연구대상을 시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수행한다면 직무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본 연구는 직무만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법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
음으로 의사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다
음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의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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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개원의와 봉직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비교 연구하여,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향상방안 제시
하고 의사인력의 합리적,효율적인 인력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
다.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소득은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개원의
의 경우 직무만족과 정(正)상관관계인 변수들은 긍정적심성이 직무만족과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고,다음으로는 일의 중요성,자원공급의 적절성,업무의 다양
성,직업의 안정성,보상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직무만족과 역(逆)상
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보면 부정적 심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인구특성
변수들의 경우,결혼여부,소득수준과 운영기간,총 근무기간,연령으로 직무만족
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직의의 경우에는 직무만족과 정(正)상관관계인 변수들을 보면 직업의 안정성이
직무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다음으로는 성장기회,조직에 대한 견해,
긍정적 심성,승진기회,직속상사의 지원,일의 중요성,업무의 다양성,자원공급의
적절성과 업무의 명확성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러나 여가시간활
용,직장동료의 지원,업무의 자율성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다.직무만족과 역(逆)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보면 이직의도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다음으로 부정적 심성,업무갈등,업무량,보상이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인구특성변수들의 경우,총근무기간과 소득수준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 할 수 있다.
첫째,개원의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과
대학 교육 시 의료의 본질과 사명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인드 컨트롤과 일과시간 이후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져 봄으로 긍정적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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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개원의들의 일상적 반복적 업무는 직무만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더 많은 지식과 기술적
숙련은 통해 진료표방 과목 늘리기,각종 건강클리닉 개설,비만․ 탈모 ․생활습
관 개선․식이요법 등의 웰빙 클리닉 개설,Group진료 및 집단 개원,중소병원과
개방병원 협약을 맺어 장비를 활용한 수술,등으로 업무를 다양화 시켜본다.그리
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진료 및 처방권 보장 및 이에 따른 책
임의 강화,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의를 통한 보험 수가의 적절한 산정 등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봉직의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1년의 단기계약에서 3~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의 계약조건 개선,장기근무자의 인센티브제공,연구년,안식년,선진
진료기법의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병원내의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 적극 유도,약물 및 진료재료 및 장비 선
택권의 보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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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개원원원의의의와와와 봉봉봉직직직의의의의의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 만족도 결정요인을 비교 연구하여 개원의와
봉직의의 근무 환경개선과 부족한 부분의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비비비밀밀밀이이이 보보보장장장되며,익명으로 전산처리 되어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이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 만족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빠짐없이 응답하여 10월 30일 까지 돌려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동아제약 직원이 회수하겠습니다.)

문항 수가 다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큰 축복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이이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를를를 받받받아아아 보보보시시시길길길 원원원하하하시시시는는는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은은은 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마마마지지지막막막에에에 EEE---mmmaaaiiilll
주주주소소소를를를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시시시면면면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가가가 나나나오오오는는는 대대대로로로 보보보내내내 드드드리리리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2008년 10월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환환환경경경대대대학학학원원원 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학학학과과과
동동동아아아제제제약약약(((주주주))) 원원원주주주지지지점점점 대대대리리리

김김김 원원원 진진진 드드드림림림

문의처)김원진 (HP.010-9788-8249,0420ji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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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해해해

당하는 당하는 당하는 당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v)(v)(v)(v)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업무 수행시에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애매모호한 업무지시 하에서 일해야 한
다. ① ② ③ ④ 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현 직장에서 나는 다양성 있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매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한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명확성명확성명확성명확성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업 업 업 업 무 무 무 무 량량량량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내 업무를 완수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충
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부담은 크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완수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
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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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갈등업무갈등업무갈등업무갈등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종종 상급자들로부터 상충되는 업무지
시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료들로부터 종종 상충되는 업무요청을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속상사로부터 일관된 업무요청을 받
는다. ① ② ③ ④ ⑤

 자원공급의 자원공급의 자원공급의 자원공급의 적절성적절성적절성적절성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가
지고 있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자율성자율성자율성자율성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내 업무수행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업무 목표를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업무일정이나 수행절차는 내가 조정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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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의 직업의 직업의 직업의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내가 원하는 한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일자리는 안정적인 것이 못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원하는 한 이 병원에 내 일자리는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병원은 나의 전공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금전적 지원,시간할애 등)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병원은 내가 직무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나의 직무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
다면 이 병원은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다.

① ② ③ ④ 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병원내 승진기회는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 내에서 승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성장기회성장기회성장기회성장기회

 승진기회승진기회승진기회승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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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보상과 보상과 보상과 보상과 여가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여가시간 활용에 활용에 활용에 활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v)(v)(v)(v)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내가 들인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임금
과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 모두포함)을 받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맡은 책임을 고려해 볼 때,나는 적절하게보상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경력에 비추어 볼 때,나는 적절하게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보 보 보 보 상상상상

 여가시간활용여가시간활용여가시간활용여가시간활용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과 시간 후에도 업무에 매여 있는 경우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의 양이 너무 많아 여가 시간 활용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병원에서는 내부승진이 잘 이루어지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49 -

ⅢⅢⅢ .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업무수행과 업무수행과 업무수행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련하여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받는 받는 받는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지원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v)(v)(v)(v)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내 직속상사는 내 업무와 관련하여 나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수행 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직속상사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속상사는 나의 복리후생문제에 대해 별 관심
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직속상사의 직속상사의 직속상사의 직속상사의 지원지원지원지원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매우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자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직장동
료들과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직장동료의 직장동료의 직장동료의 직장동료의 지원지원지원지원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내 업무에 꽤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업무에 언제나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ⅣⅣ .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업무 업무 업무 업무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등에 등에 등에 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사사사

항에 항에 항에 항에 (v)(v)(v)(v)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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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직장에서 내가 아는 대부분의 다른사람들보다 더 여기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업무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업무에 자주 싫증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만일 동일한 임금을 주는,의료업계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갈 수만 있다면,아마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나는 의사라는 직업을선택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현재의 내 직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내 직업을 포기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현 직업은 평생직업 으로서 이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이 병원에서의 내 경험은 처음 기대했던 것 보
다 더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병원은 내가 처음 입사하던 당시의 가졌던
기대와 일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으로 이 병원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기대충족도기대충족도기대충족도기대충족도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의 남은 생애를 이 병원에서 보낸다면 기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말로 우리 병원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병원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병원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 병원에서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조직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견해견해견해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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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내년 안으로 나는 다른 병원의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작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병원을 떠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능한 한 오래 이 병원에 남아있을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발적으로 이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이직의도이직의도이직의도이직의도

ⅣⅣⅣⅣ.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태도나 태도나 태도나 태도나 가치관에 가치관에 가치관에 가치관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항사항사항사항

에 에 에 에 (v)(v)(v)(v)표해 표해 표해 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일이란 인생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
과는 관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이란 사람들이 늘 몰두해야만 하는 중요한
어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일은 인생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한
다. ① ② ③ ④ ⑤

    일의 일의 일의 일의 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성향성향성향성향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나는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늘 내 생활을 활기차게 할 방도를 찾아낸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정말로 재미있는 시간들이 거의 매일 있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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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항목들은 직무특성의 직무특성의 직무특성의 직무특성의 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에 에 에 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들입니다들입니다들입니다들입니다. . . .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다음다음다음다음

의 의 의 의 직무특성     직무특성     직무특성     직무특성     을 을 을 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v)(v)(v)(v)표시표시표시표시

하여 하여 하여 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항  항  항  항  목목목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그렇그렇그렇

다 다 다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업무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의 명확성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량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의 갈등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원의 적절한 공급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의 자율성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업의 안정성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성장기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승진기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보상의 공정성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상사의 지원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동료의 지원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여가시간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게 있어서 인생은 위대한 모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종종 사소한 일로 인해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6 종종 나는 기분이 들쑥날쑥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때때로 조그만 좌절로 인해 지나치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하루 종일 내내 안절부절못하는 날들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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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성성성별별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연연령령령은? 만 세

3.결결결혼혼혼 여부는?
□① 결혼 □② 미혼

4.선생님의 근무처는?
□1)종합병원 □2)준 종합병원 □3)개인병원원장 □4)기타

5.선생님의 전공과목은 ?
□1)내과 □2)외과 □3)산부인과 □4)소아과 □5)가정의학과
□6)이비인후과 □7)신경과 □8)신경외과 □9)정형외과 □10)피부과
□11)비뇨기과 □12)안과 □13)신경정신과 14)흉부외과 □15)병리과
□16)재활의학과 □17)응급의학과 □18)성형외과 □19)마취통증의학과
□20)영상의학과 □21)진단검사의학과 □22)핵의학과 □22)기타 ( 과)

6.선생님의 세금 공제 전 월월월 평평평균균균 소소소득득득(수당,상여금 포함)수준은?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99만원
□③ 400-599만원 □④ 600-799만원
□⑤ 800-999만원 □⑥ 1,000-1,199만원
□⑦ 1,200-1,399만원 □⑧ 1,400-1,599만원 이상
□⑨ 1,600-1,799만원 □⑩ 1,800-1,999만원 이상
□⑪ 2,000만원 이상 (얼마? 만원)

7.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근근근무무무기기기간간간은? 년 개월
8.현재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총 몇몇몇 년년년 동동동안안안
근근근무무무하셨습니까? 년 개월
9.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아래의 여백에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이이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결결결과과과를를를 받받받아아아 보보보시시시길길길 원원원하하하시시시는는는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은은은 EEE---mmmaaaiiilll주주주소소소를를를 아아아래래래에에에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바바바쁘쁘쁘신신신 중중중에에에도도도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작작작성성성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ⅥⅥⅥ .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개인 개인 개인 개인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신상에 신상에 신상에 신상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비밀은 비밀은 비밀은 비밀은 

절대적으  절대적으  절대적으  절대적으                  로 로 로 로 보장보장보장보장되오니 되오니 되오니 되오니 빠짐없이 빠짐없이 빠짐없이 빠짐없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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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CCooommmpppaaarrraaatttiiivvveee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DDDeeettteeerrrmmmiiinnnaaannntttsssooofffJJJooobbbSSSaaatttiiisssfffaaaccctttiiiooonnn
BBBeeetttwwweeeeeennnSSSeeelllfff---EEEmmmpppllloooyyyeeedddaaannndddSSSaaalllaaarrriiieeedddPPPhhhyyysssiiiccciiiaaannnsssiiinnnKKKooorrreeeaaa

Kim,WonJin
Dept.ofHealth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wasconductedtocomparethedeterminantsofjobsatisfaction
betweenself-employedandsalariedphysiciansinKorea.Thesampleusedin
thestudyconsistedof68self-employedphysiciansworkingatlocalclinicsand
98 salaried physiciansworking at25 hospitalsin 3 provincesofKyungki,
Gangwon, and Chungbuk.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from November10to 28,2008,and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following variables have
significantpositive effectson the levelofjob satisfaction ofself-employed
physicians:job variety,work autonomy,and positiveaffectivity.In caseof
salaried physicians,such variables as work autonomy,job security,and
positiveaff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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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estudyimplythatthehealthcarepolicy-makersshouldpay
moreattentiontothedifferentfactorsofthedeterminantsofjobsatisfaction
betweenself-employedandsalariedphysicians.Thatmeanstheyneedtohelp
self-employed physiciansto widen the scope oftheirwork,to give more
autonomyintheirdailywork.Whenitcomestothesalariedphysicians,the
hospitaladministratorsshouldmakeanefforttohelpthem havemorework
autonomyandmorejobsecurity.

Keywords:determinants,jobsatisfaction,self-employedandsalaried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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