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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행정부서 업무의 질 향상과 병원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인천지역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과 이 병원과 같

은 계열병원인 3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29명의 행정직원들을 대

상으로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2002년 4

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종합병원은 대학병원에 비해, 연령은 31세이상, 병원 총재직기간은 8

년이상, 미혼보다는 기혼, 직책이 높을 수록, 급여수준은 높을수록, 직무교

육과 교양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조직효과성이 높았다. 

   2. 전반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이 높

았으며, 동기부여 요인은 종합병원에서만 심리적 동기부여 수준과 조직효

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3.  병원에서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에 권한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대학병원은 업무의 전문

성 수준이 높고, 교육훈련 및 활용성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효과성은 향

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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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의사소통이 빈

번할수록 조직효과성은 향상되었으나 의사결정의 참여도와 재량권은 조직

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5. 각 병원별 조직효과성의 중요 향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결과 대학병원은 직무교육을 많이 할수록, 병원조직의 운 과 업무수준

에 만족할 때,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업무에 대

한 전문성과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활용할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

고,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종합병

원은 심리적인 동기부여 수준이 높을 때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업무의 표준화와 병원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

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병원유형별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대표하기 곤란하며, 일부 설

문항목에 대한 내용이 설문응답시 누락되는 등의 일부 제한점은 있지만 나

름대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설문지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 행정직원의 조직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 대학병원은 직무교육과 업무의 전문성 수준을 높이고, 교육훈련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조직효과성을 향상되었음을 인식하고, 종

합병원은 심리적 동기부여 수준과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이 검증되었으므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이와 같은 조직

효과성 향상 요인을 진작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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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병원조직은 다른 어떤 조직체보다 독특하고 복잡한 조직체로 특수직무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은 각각의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이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직화되어 있다

(유승흠, 1984).  또한 각 부서 인력들의 업무는 성격상 신속하고 상호연계

성이 높아서 직종간에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므로 어느 한 부서의 인력이 적

정수준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수준의 불충분, 업무수행을 위

한 동기결핍 혹은 성취욕구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생산성이 낮을 경우 인력

활용의 효율성의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낮을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병원조직은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내외적인 의료환

경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김진순과 손태용, 1998).

   1980년이후 20년동안 우리 나라 병원중 병원급은 240개에서 942개로 증

가하 으며, 병상수 역시 65,041병상에서 200,214병상으로 증가하 다(대한

병원협회, 2001). 따라서 Schulz 등(1983)은 병원의 규모 및 복잡성이 증대

되어 과거보다 더 많은 공식적인 과정의 필요, 병원외적 환경의 급변, 자원

의 제한, 관리기술 및 지식의 발전 등을 이유로 병원조직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병원조직 효과성이 중요함을 주장하 다.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이란 조직의 목표와 수단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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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상태에서 얻은 실제적인 산출이 당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

가 하는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동태적, 사회학적, 목적적 개념으로 정

의할 수 있다(Price, 1968).  Kimbery(1975)는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

건으로 조직효과성에 존속의 개념을 도입하 다.  존속의 본래 개념은 생

물체의 생명에 대한 정태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나, 조직의 성공을 평

가하는 장기적인 지표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접근법

(systematic approach)에서는 조직의 존속 능력의 측정을 시도하며, 조직의 

존속에 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에 넣고 있다.  

따라서 조직효과성은 조직의 목표와 환경에 크게 향을 받으며 조직개선 

및 조직발전과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Huse, 1977).

   이러한 조직효과성은 조직의 목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구

성원들의 개인별 목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조직 전체 목표의 조화를 의미

한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 속한 한 구성원이 괴로움을 겪는다면 진정으

로 그 조직이 잘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전체의 목표

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의 목표가 함께 조화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어렵지만 조직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시도하여야 한다.

   병원의 행정부서 인력은 진료부서의 업무지원과 병원운 을 위한 업무

를 수행하는 중요인력이며 다양한 역할의 담당과 전문직으로서 병원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가고 있으나 이들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으며, 병원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지금까지 병원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종합병원행정직원의 이지

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홍상진, 1987) 등 극히 일부분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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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우리 나라에서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최정웅, 1991; 남 탁, 1990). 특히 병원특성에 따라 복합적 특성을 지닌 

조직효과성에 대한 심층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병

원 행정직원들이 병원조직의 주요 목표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병

원조직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병원조직을 위하여 심혈

을 기울여 노력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직효과와 관련된 향요인은 무

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병원 행정직원들의 조직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 특히 병원별로 구분하여 병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봄으로써 병원 행정직원들의 조직효과를 증진시키는 관리방안 모색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며 나아가 병원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행정직원들의 조직효과와 관련된 향요인

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을 구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만족도 및 동기부여에 따른 조직효과성을 구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업무 및 조직특성에 대한 인지정도와 조직효과성의 

관련성을 구명한다.

 넷째, 조직효과성의 중요 관련요인을 병원별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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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조직효과성

조직진단의 범위에 따라 주로 조직효과성 관련 지표들을 선정하 다.  

각 지표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 조직효과성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

하여 선정된 지표들을 조직효과성 지표, 조직효과성 매개지표 그리고 조직

효과성 설명변수로 구분하 다.

Huse와 Cummings(1985)는 조직진단을 조직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

는 과정으로 보고, 개방 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조직 전체, 소속 부서 또는 하위집단, 개인적 직무 또는 행위에 입각하

여 조직을 진단할 것을 제시하 다. 그들이 각 수준에 입각하여 제시한 조

직진단표는 표 1과 같다. 

첫째, 조직 전체의 진단을 위해서 진단대상 조직의 기술,구조, 측정체제, 인적자

원체제, 문화 등을 지표로 선정하 다.

둘째, 하위집단수준과 관련된 측정지표로서는 업무구조와 구성원의 특성, 

그리고 업무수행규범 및 개인간 관계 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개인수준과 관련된 측정지표로서는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다양성, 업무의 완수정도, 업무의 유의성, 자율성 그리고 결과

의 환류 등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의 지표는 모두 23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문분석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설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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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응답하여 개별 설문의 신뢰도가 낮았던 3개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20

개의 설문문항만을 가지고 조직효과성을 측정하 다. 

표 1. Huse와 Cummings의 조직효과성 진단지표

구분 진단지표

조직수준

기술(technology)

구조(structure)

측정체제(measurement systems)

인적자원체제(human resource system)

문화(culture)

집단수준

업무구조(task structure)

구성원의 특성(compositon)

업무수행규범(performance norms)

개인간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개인수준

기술의 다양성(skill variety)

업무완수정도(task identity)

업무유의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결과의 환류(feedback about results)

2. 만족도 

조직구성원의 만족은 각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담당업무의 내용, 구성원들과의 관계, 보수수준, 인사처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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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만족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이는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및 조직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직의 행정지침, 조직의 관리운 방침, 업무의 적성, 

업무의 내용, 신분보장, 승진제도, 보직배정, 급여수준, 조직의 업무실적보

상, 상․하급직원 및 동료간 관계의 만족도 그리고 조직의 교육기회 제공 

등 모두 13개 설문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지각된 반응으로 측정하 다.

최종 분석에 사용될 만족도 지표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낮은 신뢰

도를 보이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공통의 차원을 구성하는 만족도 요인으로 축소하여 결정하 다.

3. 동기부여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관리자들이 조직행위를 이해하고 조직

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Steers, 1974).

이번 연구에서는 Vroom의 기대이론을 확장하고 수정하여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에 대한 기대와 일정한 수준의 직무수행결과가 어

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직무수행에 따라 얻게될 성과들

이 지니는 매력수준 등 세 요인을 곱한 값을 동기부여 수준으로 결정한 동

기부여의 수정모형(Porter, 1968)을 응용하여 동기부여를 측정하 다.  즉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얻게되는 성과들인 보수 및 금전적 보상, 

더 나은 직책으로 승진, 현 직무에서 재량권의 확대, 최신 지식, 기술 및 

경험의 습득, 동료들로부터의 존경, 직속상사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해고당

하지 않을 안정성, 사회에 대한 공헌, 근무환경 여건의 개선 그리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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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등의 성과 각각에 대한 선호도와 각 성과들의 

실현 가능성의 제곱근의 값을 서로 곱한 값을 동기부여로 하 다.

최종 분석에 사용될 동기부여 지표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낮은 신뢰도

를 보이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공통의 차원을 구성하는 동기부여 요인으로 축소하여 결정하 다.

4. 업무특성

어떠한 직무가 사람들에게 일 할 마음을 갖게 하며 또한 어떠한 사람들

이 그 일에 적합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가, 아울러 작업자의 작업행위나 직무만족, 조직성과의 향상 등과 같은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직무특성이론이 제시된 바 있다

(Hackman, 1976). 이 직무특성모형에서는 특정한 직무특성이 작업의 의미

에 대한경험,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경험, 그리고 작업활동 결과에 대

한 인식 등 세 가지 주요한 심리상태를 유발하고 구성원에게 감화(感化)를 

주어 훌륭한 성과를 내게끔 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직무만족은 그런 대

로 예측할 수 있으나 성과에 대한 예측력은 약하다고 한다(Steers, 1974).

업무특성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4)에서 제시한 업무특성지표에 사용

한 설문문항을 기본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갈등, 

업무의 난해성, 업무에 대한 권한, 업무의 압력 그리고 업무의 환류 등에 

관한 모두 30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 다.  최종 분석에 사용할 업무특

성 지표는 모두 30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내재된 요인들을 확인한 다음 27개 설문문항을 업무특성지표로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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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표준화란 업무기술서를 통한 업무에 대한 역할, 작업의 분담과 

업무수행에 대한 제반 규칙 및 절차 등이 공식화되어 있는 정도뿐만 아니

라 조직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이에 따르고 있는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업무규칙과 처리절차의 명확성 

정도, 업무수행상의 반 도, 업무의 규정과 표준화된 절차의 수준 그리고 

동일유사업무의 수행수준에 관한 설문들을 통하여 업무표준화 정도를 측정

하 다.

나.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난해성이란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담당업무의 본질과 수행

절차에 대한 이해정도와 업무결과에 대한 예측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난해한 업무의 발생빈도와 처리소요시간, 상급기관의 업무 재

보고 지시빈도 그리고 하급직원에 대한 업무 재보고 지시빈도에 관한 설문

들을 통하여 측정하 다.

다. 업무에 대한 권한

업무담당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계획, 절차, 수행기준 등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 또는 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것으

로, 업무에 대한 재량권 행사수준과 업무권한에 대한 위임 및 이양 인지도

에 관한 설문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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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의 압력

업무의 압력이란 대체적으로 담당자에게 부여된 업무의 양과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용되는 시간 및 업무수행의 진척과정에 대한 담당자의 조

장(助長)가능성 등을 의미하는 지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압력

중 담당자에게 부여된 업무의 양만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량과 조직의 인

력별 업무량에 관한 설문으로 업무의 압력을 측정하 다.

마. 업무의 환류

업무의 환류는 업무담당자가 그의 작업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타인들로

부터 의견 및 평가를 획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바람직한 

업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업무에 관한 조직구성원간 조언 및 평가의 교환빈도에 관한 설문으로 

업무환류의 정도를 측정하 다.

바. 업무의 갈등

업무의 갈등은 조직구성원들간에 발생하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의견의 

불일치와 논쟁의 정도 및 다른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급직원과 동료간 갈등 및 타부

서간 갈등의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업무의 갈등을 측정하 다.

5. 조직구조

조직구조는 분업과 권한의 계층이란 조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잡

성(complexity), 공식화(formalization), 그리고 집권화(centralization)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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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시스템으로 정의된다(Robbins, 1984).

조직구조는 조직의 공식화, 조직의 집권도 그리고 의사소통구조에 관하

여 본 연구진이 재구성한 모두 26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 다.  최종 분

석에 사용할 조직구조 지표는 모두 26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내재된 요인들을 확인한 다음 그 요인들로 확정하 다.

가. 공식화

공식화란 조직내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어떤 직무가 

고도로 공식화되어 있다면 그 직무의 수행자는 최소한의 재량권밖에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미  프로

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표준화 정도를 묻

는 6개의 설문문항으로 공식화의 측정을 시도하 다.

나. 집권화

집권화란 의사결정권이 조직 내의 어떤 단일위치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

를 말한다.  전형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하위계층의 성원에 거의, 혹

은 전혀 투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으로 조직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내

리고 있다면 그 조직은 집권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권화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소외정도를 묻는 6개 

문항과 권위적 계층제의 경직성을 묻는 3개의 설문문항 등 모두 9개의 설

문문항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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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소통구조

조직내 의사전달에 관한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유형뿐

만 아니라 의사교환의 용이성과 의사의 반 정도 등을 포함하는 의사전달

의 질적 평가가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서간 그리고 구성원간 의사교환의 빈도에 관한 6개 문항과 조직구성원간 

의사전달의 원활성에 관한 5개의 설문문항으로 의사소통구조의 측정을 시

도하 다.

6. 조직효과성 관련요인성에 대한 선행 연구

가. 동기부여와 조직효과성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자신의 통제안에 있다고 느낄 때는 일을 하

려고 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될 때에는 일할 의욕

이 생기지 않는다. 즉, 통제의 위치가 외재적인가 내재적인가에 따라서 내

재적이면 일하려는 동기가 생기나 외재적이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적절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말

하자면 책임과 자율을 강조하는 직무충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험적인 연구들도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조직효과성과 조직몰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teers, 1974).

특히, 인정은 조직효과성과 조직몰입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실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Robbins, 1984). 다시 말해서 조

직구성원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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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 다.

신 수 등(1995)의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 결정모형에서 보수 및 금전

적 보상, 승진 그리고 재량권 확대 등과 같은 현실적 동기부여는 조직효과

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직장생활의 질을 높임

으로써 조직효과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다고 하 다. 또한 동료의 존경, 

상사의 인정, 사회의 공헌 그리고 자신감의 확신 등과 같은 심리적 동기부

여도 조직효과성에는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조직 몰입도를 높

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직효과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다고 하 다.

나. 만족도와 조직효과성

조직구성원의 만족은 각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담당 업무의 내용, 구성원들과의 관계, 보수수준, 인사처리 등에 대한 

개인적 만족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이는 조직효과성에 대한 조직구성원들

의 동기 부여 및 조직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Steers, 

1974). 오래 전부터 조직원들이 자신의 일이나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

한 호의적인 태도는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왔

다.

신 수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효과성 결정모형에서 대인관계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을 직접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도의 향상을 

통하여 조직효과성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조직운 에 대한 만

족도는 직장생활의 질과 조직몰입도 모두를 향상시켜 조직효과성에 간접적

으로 기여하고 있었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는 증가

하며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조직효과성이 향상되고 있었다. 인사관련 만



- 13 -

족도와 보상관련 만족도는 모두 직장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조직효과성의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다. 업무특성과 조직효과성

어떠한 직무가 사람들에게 일할 마음을 갖게 하며 또 어떠한 사람들이 

그 일에 적합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작업

자의 작업행위나 직무만족, 조직성과의 향상 등과 같은 결과를 어떻게 예

측할 것인가에 대하여 직무특성이론이 제시된 바 있다(Hackman, 1976).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시 부서간 갈등은 작업흐름의 상호의존성, 불균형, 

역할 모호성, 자원부족 등의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Jones, 1983). 즉 부서간 갈등은 부서내의 응집성 증가, 부서의 과업 

지향성강화, 지도성의 전제화, 조직과 구조의 엄격화, 통일성의 강조 등의 

변화를 초래하고 부서간 적대감, 부정적인 태도의 증가,  부서간 의사소통

의 감소, 타 집단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 증가 등의 변화를 초래하여 조

직효과성에 부정적인 향을 준다고 하 다(Reitz, 1981).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조직 내에서 갈등의 잠재력이 있는 부분을 감지

하고 갈등이 발생하 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갈등

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행복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신 수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효과성 결정모형에서 업무특성요

인 중 업무표준화를 제외한 업무의 난해성 업무에 대한 권한, 업무의 압력, 

업무의 환류, 업무의 갈등요인은 모두 직 간접적으로 조직효과성에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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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었으나, 업무표준화는 전혀 조직효과성에 향력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업무의 난해성과 업무의 갈등 요인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향

을 주고 있었다.

라.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

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복잡성, 공식화, 그리고 집권

화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또한 조직구조적 측면에 대한 진단은 각 

지방행정조직이 추구해야 할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조직이 적합하

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조직내 의사전달체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직의 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Robbins, 1984). 신 수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결정의 집권화, 의

사소통의 원활성, 공식화가 조직효과성에 직접적인 향을 주었다고 하

다.

따라서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집권화 수준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공식화가 조직효과성에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병원 조직은 전문인력들이 모여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공식화는 오히려 조직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공식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현재의 공식화 수준이 적당하기 

때문에,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반 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공식

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더 높은 공식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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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가. 연구대상의 설정

   연구대상은 인천지역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과 이 병원과 같은 계열 

병원인 3개 종합병원에 재직중인 병원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하 다. 총 

표본의 크기는 300명이었으나 230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76.7%이었다. 이

중 무성의한 답변을 한 1명을 제외하고 229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나.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병원직원들이 직접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 다.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조사내

용을 확정한 후 2002년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을 선정하여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설문자료의 문제점과 오류를 

보완하여 본 조사를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 다.  설문

지는 2주간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각 병원을 방문하여 각 병원 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배부하 고, 배부 후 4-5일 뒤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 다.  

   이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조직효과성은 신 수 등

(1995)의 연구에서 사용하 던 측정문항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구조

화된 설문지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직접 개발하 다.. 

   만족도와 동기부여 측정도구는 Porter와 Lawler(1968)의 동기부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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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형을 응용하여 동기부여를 측정하 으며, 업무특성 측정도구는 한국지

방행정연구원(1994)에서 제시한 업무특성지표에 사용한 설문문항을 기본으

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환류, 업무갈등수준, 업무

의 표준화, 업무의 권한, 업무의 압력, 업무의 전문성, 교육훈련 등에 관한 

30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 다. 최종 분석에 사용할 업무특성 지표는 신

뢰도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두 27개 설문문항을 확정하 다. 

   조직구조 특성 도구는 Robbins(198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26개 문항으

로 확정하 다. 

2.  변수의 설정 및 정의

  가.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조직효과성이며, 독립변수는 연구대상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부서경력, 학력, 결혼상태, 직위)과 만족도 특

성(조직운  및 업무수준, 대인관계), 동기부여 특성(현실적 동기부여, 심리

적 동기부여), 업무특성(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환류, 업무갈등수준,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권한, 업무의 압력, 업무의 전문성/교육), 조직구조 특성(공

식화, 의사결정 집권도, 재량권 집권도, 의사소통 원활성, 의사소통빈도)으

로 구성되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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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     수 세 부 내 용 측 정 수 준

독 립 변 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     령 만 ______세

부서경력 단위: 개월

학     력 1)고졸이하 2)전문대학졸업

3)대졸이상

결혼 상태 1)미혼        2)기혼

직     책 1)팀장        2)파트장

3)담당        4)기타

직무교육 월 ___ 회

부서간 교육 월 ___ 회

교양교육 월 ___ 회

월 급여액 단위: 만원

        만족도 특성

조직운 /업무수준 요인  10  ∼ 50점

대인관계 요인   3  ∼ 15점 

        동기부여 특성

현실적 동기부여 요인   3  ∼ 15점

심리적 동기부여 요인   7  ∼ 35점

        업무특성 

업무의 난해성 요인   4  ∼ 20점

업무의 환류 요인   5  ∼ 25점

업무의 갈등 요인   4  ∼ 20점

업무의 표준화 요인   5  ∼ 25점

업무의 권한 요인   2  ∼ 10점

업무의 압력 요인   3  ∼ 15점

업무전문성/교육훈련요

인
  2  ∼ 10점

        조직구조 특성

공식화 요인   6  ∼ 30점

의사결정 집권도요인   6  ∼ 30점

재량권 집권도 요인   3  ∼ 15점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   5  ∼ 25점

의사소통 빈도 요인   6  ∼ 30점

종 속 변 수 조직효과성  20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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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직효과성 향요인 중 만족도 특성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크게 조직운  및 업무수준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 2가지로 구성하 다.  조직운  및 업무수준 요인은 10문항(병원의 

업무방침, 병원의 관리운  방침, 현재의 업무내용, 신분보장, 승진제도, 보

직배정 원칙, 급여수준, 금전적 보상, 최신지식 습득기회, 전체 만족정도)이

며, 대인관계 요인은 3문항(상사와의 관계, 부하직원과의 관계, 동료직원과

의 관계)으로 구성하 다.  여기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매우 불만’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그 정도에 따라 합산 값을 사

용하 다. 결과적으로 조직운  및 업무운 수준 요인은 10점에서 50점, 대

인관계 요인은 3점에서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 다. 전체적으로 만족도 특성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94이다. 

   조직효과성 향요인 중 동기부여 특성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들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크게 현실적 동기부여 요인과 심리적 동기

부여 요인 2가지로 구성하 다. 현실적 동기부여 요인은 3문항(보수 및 금

전적 보상, 승진기회, 직무의 재량권 확대)이며, 심리적 동기부여 요인은 7

문항(직원간의 동료애, 직속상사의 인정 및 칭찬, 사회공헌, 근무환경 개선, 

자신에 대한 자신감, 최신기술 습득 기회, 안정성)으로 구성하 다.  여기

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부터 ‘매우 중요함’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그 정도에 따라 합산 값을 사용하 다. 결과적으로 

현실적 동기부여 요인은 3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적 동기부

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 으며, 심리적 동기부여 요인은 7점에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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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 다. 

전체적으로 동기부여 특성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89이다. 

   조직효과성 요인중 업무특성은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문

항을 요인 분석하여 크게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환류, 업무갈등,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권한, 업무의 압력, 업무의 전문성/교육훈련 요인 등 7가지

로 구성하 다. 업무의 난해성 요인은 4문항(난해한 업무의 발생빈도, 난해

한 업무처리시간, 상급자의 업무 재보고 지시, 부하직원의 업무 재보고 지

시)이며, 업무의 환류 요인은 5문항(자유로운 의견제시, 동료의 업무상 조

언 청취, 동료에 업무상 조언 제시, 상급자의 업무상 조언 청취, 하급자의 

업무상 조언 제시)이며, 업무갈등 요인은 4문항(부하직원과 업무갈등 빈도, 

상사와의 업무갈등 빈도, 동료와의 업무갈등 빈도, 타부서와의 업무갈등 빈

도), 업무표준화 요인은 5문항(업무 목표실현성, 업무규정 표준화 절차 수

준, 업무규정처리절차 반 도, 업무규칙처리절차 명확성, 동일 유사업무 수

행수준), 업무 권한 요인은 2문항(업무에 대한 재량권 행사, 업무권한 위임 

및 이양인지도), 업무압력 요인은 3문항(본인의 업무량, 전체 직원의 업무

량, 업무완수 소요수준), 업무의 전문성/교육훈련 요인은 4문항(자신의 전

문성, 다른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훈련의 필요성, 교육을 통한 업무수행 활

용성)으로 구성하 다. 여기에서 업무난해성 요인은 4점에서 20점까지이며 

업무의 난해성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난해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정의하

다. 업무의 환류 요인은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업무의 환류지표의 득점

이 높을수록 업무의 환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 다. 업무갈등 

요인은 4점에서 20점까지이며 업무의 갈등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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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 다. 업무의 표준화 요인은 5점에서 25점

까지이며 업무의 표준화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

은 것으로 정의하 다. 업무의 권한 요인은 2점에서 10점까지이며 업무의 

권한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업무처리의 권한이 많은 것으로 정의하 다. 

업무의 압력 요인은 3점에서 15점까지이며 업무의 압력지표의 득점이 높을

수록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정의하 다. 업무의 전문성/교육훈련 요인은 4

점에서 20점까지이며 업무의 전문성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업무의 전문성 

수준이 높으며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업무수행의 활용성이 있는 것으로 정

의하 다. 전체적으로 업무특성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7이다.  

   조직효과성 요인중 조직구조 특성은 26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들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크게 공식화, 의사결정 집권도 요인, 의사결정 재

량권 집권도 요인,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 의사소통 빈도 요인인 5가지로 

구성하 다. 

   공식화 요인은 6문항(문서화된 규칙과 방침, 문서화된 방침 이용, 문서

화된 직무기술서 완비, 직원 직무성과 문서로 기록,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 

과정 설치, 조직의 효과적 설계), 의사결정 집권도 요인은 6문항(새로운 정

책결정 참여, 직원 채용결정에 참여, 직원 승진 결정에 참여, 승진 의사결

정 참여, 상급자 결정전 행동, 독단적 의사결정), 재량권 집권도 요인은 3

문항(사소한 사항 상급자 승인, 모든 사항 상급자 승인, 본인 결정 상급자 

승인),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은 5문항(고충 상급자에게 전달, 상급자 의견

전달, 상급직원간 의사소통, 상급직원과 하급직원간 의사소통, 하급직원간 

의사소통), 의사소통 빈도 요인은 6문항(부하직원간 의사소통 빈도, 상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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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빈도, 타부서 직원간 의사소통빈도, 부하직원간 대화횟수, 상사간 

대화횟수, 타부서간 대화횟수)으로 구성하 다. 

   여기에서 공식화 요인은 6점부터 30점까지이며 공식화 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 다. 의사결정 집권도 

요인 1은 6점부터 30점까지이며 의사결정 집권도 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정의하 다. 재량권 집권도 요인은 3점부

터 15점까지이며 재량권 집권도 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은 5점부터 25점까지이며 의사소

통 원활성 지표의 득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정의하 다. 

의사소통 빈도 요인 2는 6점부터 30점까지이며 의사소통 빈도지표의 득점

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정의하 다.   전체적으로 조

직구조특성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84이다.  

   조직효과성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변수들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그 정

도에 따라 합산 값을 사용하 다. 결과적으로 점수분포는 20점부터 10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효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 으며 

조직효과성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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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설정

이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별로 조직

효과성 수준을 알아보고 이러한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여 효율적인 병원조직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정도는 병원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연구대상자의 만족도와 동기부여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

        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연구대상자의 업무특성 요인과 조직효과성은 관련이 있을 것

        이다. 

      - 난해한 업무가 적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업무의 환류가 잘 이루어질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업무의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업무처리의 권한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업무량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업무의 전문성 수준과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조직효과

         성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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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 연구대상자의 조직구조특성 요인과 조직효과성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조직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재량권이 있을 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다.

      - 조직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빈도가 많을 수록 조직효과성은 높

        을 것이다.

 가설 5. 조직효과성의 중요 향요인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분석방법

  

   연구가설에 따라 자료의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이 병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 다.

   둘째,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동질적으로 분석하고자 

조직효과성 관련 향요인 중 만족도 및 동기부여 특성, 역할특성, 조직구

조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여기에서 만족도 특성은 조직운  및 업무수준과 대인관계 2가지 요인

이며, 동기부여 특성 요인은 현실적 동기부여, 심리적 동기부여 2가지 요

인으로 구분하 다. 업무특성은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환류, 업무갈등, 업

무의 표준화, 업무의 권한, 업무의 압력, 업무의 전문성과 교육훈련 등 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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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이며, 조직구조 특성은 공식화, 의사결정 집권도, 재량권 집권도, 의

사소통 원활, 의사소통 빈도 등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 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조직효과성에 향을 주는 중요 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병원별로 

알아보고자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만족도 2가지 요인, 동기부여 2가지 요인, 

업무특성 7가지 요인, 조직구조 특성 5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그림 1).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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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직효과성 설명 모형 구축

⇓

인구사회학적 

특성
만족도 및 동기부여 조직구조 업무특성

 연령

 부서경력

 학력

 결혼상태

 직책

 교육상태

 근무기간

만족도

조직운 /업무수준

대인관계

동기부여

현실적 동기부여

심리적 동기부여

공식화

의사결정 집권화

재량권 집권화

의사소통 원활

의사소통 빈도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환류,갈등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권한,압력  

업무의 전문성/

교육훈련

          

t-test,ANOVA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조직효과성

그림 1. 연구 및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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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조직효과성 비교

  가.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급여

수준만 차이가 있었을 뿐 연령, 재직기간, 직책, 학력수준, 급여수준, 직무

교육 등은 병원간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인 성, 연령, 재직기간, 학력, 결혼상태, 직책, 급여수

준, 직무교육에 대한 분포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근무병원

은 대학병원 근무자가 54.1%로 종합병원에 비해 약간 많았으며, 연령의 경

우 대학병원은 31세이상의 집단이 45.9%로 가장 많았다. 현재 병원의 재직

기간은 2년6개월에서 7년미만이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전문대졸이 37.1%로 

가장 많았다. 직책인 담당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수준은 150만원

이상이 37.3%로 가장 많았다. 교육현황은 직무교육, 부서간 교육의 경우 

월 1-2회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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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변수 구분 빈도(%)

병원구분 대학병원 124( 54.1)

종합병원 105( 45.9)

성별 남 118( 51.8)

여 110( 48.2)

연령구분 25세 이하 36( 15.7)

26-30세 이하 88( 38.4)

31세 이상 105( 45.9)

재직기간 2년 6개월 미만 47( 20.6)

2년 6개월-7년 미만 99( 43.4)

7년 이상 82( 36.0)

총재직기간 3년 미만 61( 26.6)

3-8년 미만 93( 40.6)

8년 이상 75( 32.8)

학력수준 고졸 이하 63( 27.5)

전문대졸 85( 37.1)

대졸 이상 81( 35.4)

결혼상태 기혼 115( 50.2)

미혼 114( 49.8)

직책 팀장 6(  2.7)

파트장 19(  8.6)

담당 100( 45.5)

기타 95( 43.2)

급여수준 120만원 미만 66( 28.9)

120-150만원 미만 77( 33.8)

150만원 이상 85( 37.3)

직무교육(월) 0회 100( 43.7)

1-2회 101( 44.1)

3회 이상 28( 12.2)

부서간 교육 0회 100( 43.7)

1-2회 107( 46.7)

3회 이상 22(  9.6)

교양교육  0회 118( 51.8)

1-2회 104( 45.6)

3회 이상 6(  2.6)

계 229(100.0)

***P<0.001



- 28 -

  나.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에 비해, 

연령은 31세이상, 병원 총재직기간은 8년이상, 미혼보다는 기혼, 상위직책 

일수록, 급여수준은 높을수록, 직무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교양교육은 1-2

회인 경우가 조직효과성이 높았다(표 4).

표 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특   성 조직효과성 t/F값

병원구분 대학병원 66.23±12.55 -1.961
*

종합병원 69.22±11.76

성별 남 69.01±11.98  1.806

여 66.08±12.48

연령구분 25세 이하 66.22±11.36  3.858
*

26-30세 이하 65.31±13.19

31세 이상 69.99±11.39

재직기간 2년 6개월 미만 69.04±13.14  2.342

2년 6개월-7년 미만 65.59±12.16

7년 이상 69.16±11.72

총재직기간 3년 미만 68.69±12.39  3.576*

3-8년 미만 65.06±12.92

8년 이상 69.85±10.81

학력수준 고졸 이하 67.98±13.76  0.193

전문대졸 66.94±12.01

대졸 이상 67.99±11.37

결혼상태 기혼 69.19±11.10  1.988*

미혼 65.99±13.18

직책 팀장 75.17±10.01  2.708*

파트장 73.89±8.54

담당 67.33±12.47

기타 66.45±12.78

급여수준 120만원 미만 63.11±12.91 10.264***

120-150만원 미만 66.81±11.44

150만원 이상 71.78±11.24

직무교육(월) 0회 65.20±11.64  3.557*

1-2회 69.23±12.65

3회 이상 70.29±11.89

부서간 교육 0회 66.04±12.79  1.489

1-2회 68.65±11.99

3회 이상 69.55±10.68

교양교육  0회 64.99±11.48  6.353**

1-2회 70.72±12.48

3회 이상 67.67±11.5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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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병원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대학병원의 경우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기혼이 미혼에 비해, 급여수

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종합병원의 경우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총 재직기간이 

길수록, 교양교육을 1-2회 받은 경우가 조직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직책이 높을수록, 직무교육과 부서간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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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병원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특   성 대학병원 t/F값 종합병원 t/F값

성별 남 68.77±11.93 2.633* 69.35±12.18 0.098

여 62.93±12.67 69.13±11.60

연령구분 25세 이하 61.83±12.32 4.083* 70.61± 8.56 1.181

26-30세 이하 63.92±12.93 66.97±13.47

31세 이상 69.50±11.64 70.60±11.16

재직기간 2년 6개월 미만 72.45±11.83 6.821** 66.52±13.70 0.943

2년 6개월-7년 미

만
62.16±12.08 70.24±10.76

7년 이상 68.51±11.97 70.03±11.49

총재직기간 3년 미만 70.00±13.32 6.154
**

67.42±11.51 2.754
*

3-8년 미만 61.71±12.50 69.14±12.37

8년 이상 68.95±10.51 71.06±11.25

학력수준 고졸 이하 67.66±13.96 1.408 68.48±13.73 0.617

전문대졸 63.85±11.24 70.95±11.93

대졸 이상 67.79±12.51 68.16±10.41

결혼상태 기혼 68.20±11.57 1.857 70.48±10.43 1.048

미혼 64.05±13.32 68.07±12.83

직책 팀장 - 1.628 75.17±10.01 1.452

파트장 74.86± 6.41 73.33± 9.80

담당 65.78±13.56 69.22±10.85

기타 65.96±12.51 67.10±13.27

급여수준 120만원 미만 60.82±12.80 9.569
***

69.71±11.07 2.961

120-150만원 미만 67.87± 9.44 65.77±13.15

150만원 이상 71.70±12.43 71.83±10.37

직무교육(월) 0회 63.78±11.12 1.913 66.93±12.14 1.779

1-2회 68.04±13.92 70.44±11.21

3회 이상 68.56±11.92 73.40±11.79

부서간 교육 0회 65.11±12.00 0.585 67.85±14.19 0.619

1-2회 67.26±13.94 69.55±10.57

3회 이상 68.13±11.15 73.33± 9.07

교양교육  0회 64.00±11.49 2.370 66.29±11.45 3.831
*

1-2회 68.96±13.48 72.48±11.26

3회 이상 67.60±12.92 68.00± 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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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가.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분석

   다양한 조직효과성 향요인들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분석에서 이용된 모형은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을 이용

하 다.

   만족도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직운  및 업무수준에 대한 만족

도,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표 6). 병원의 업

무방침, 병원의 관리운  방침, 업무내용, 신분보장, 승진제도, ,보직배정원

칙, 급여수준, 업무실적 보상, 최신 기술습득, 전체만족도 등을 묶어서 조직

운  및 업무수준 요인(요인 1)으로 하 으며 요인 1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산은 전체 분산의 58.1%, 그리고 0.613∼0.829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1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94이다. 

   상사와의 관계, 부하직원과의 관계, 동료직원과의 관계 등을 묶어서 대

인관계 요인(요인 2)으로 하 다. 요인 2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분

산의 10.6%, 그리고 0.773∼0.874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2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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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만족도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항  목
요인 1

(조직운 /업무수준)

요인 2

(대인관계)

 병원의 업무방침 0.725

 병원의 관리운 방침 0.783

 현재의 업무내용 0.613

 신분보장       0.712

 승진제도        0.829

 보직배정 원칙 0.775

 급여수준 0.821

 업무실적 정신,금전적 보상  0.808

 최신,지식,기술습득 0.812

 전체  만족도 0.750

 상사와의 관계   0.773

 부하직원과의 관계 0.874

 동료직원과의 관계 0.860

 고 유 근 7.556 1.385

 요인/총분산(%) 58.127 10.657

 누적분산(%) 58.127 68.783

  나. 동기부여와 관련된 요인분석

   다양한 조직효과성 향요인들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분석에서 이용된 모형은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을 이용

하 다.

   동기부여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동기부여, 현실적 동기부

여 등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표 7).  직원간의 동료애, 상사로부터의 인

정과 칭찬, 사회 공헌, 근무환경 개선, 자기자신의 자신감 등을 묶어서 심

리적 동기부여 요인(요인 1)으로 하 다. 요인 1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분산의 50.9%, 그리고 0.557∼0.813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1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89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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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금전적 보상, 승진기회, 현 직무의 재량권 확대정도 등을 묶어

서 현실적 동기부여 요인(요인 2)으로 하 으며 요인 2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11.3%, 그리고 0.540∼0.849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

고 있다. 요인 2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

은 0.73이다. 

표 7. 동기부여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항  목
요인 1

(심리적 동기부여)

요인 2

(현실적 동기부여)

 직원간의 동료애 0.768

 직속상사의 인정,칭찬 0.813

 사회공헌 0.756

 근무환경개선 0.688

 자신에 대한 자신감 0.764

 최신기술,경험습득기회 0.752

 해고당하지 않을 안정성 0.557

 보수 및 금전적 보상 0.849

 승진기회           0.826

 직무의 재량권 확대  0.540

 고 유 근 5.091 1.133

 요인/총분산(%) 50.908 11.331

 누적분산(%) 50.908 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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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업무특성에 관련된 요인분석

   업무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환류, 업무갈등,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권한, 업무의 압력, 업무의 전문성과 교육훈련 등 7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표 8). 

   업무의 규정과 표준화된 절차의 수준, 업무규칙처리절차의 반 도, 업무

규칙처리 절차의 명확성 수준, 동일 유사업무의 수행수준 등을 묶어서 업

무의 표준화 요인(요인 1)으로 하 다. 요인 1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

체분산의 17.3%, 그리고 0.424∼0.846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1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9이

다.  

   자유로운 의견제시, 동료로부터의 업무상 조언청취빈도, 동료에게의 업

무상 조언 제시빈도, 상급자로부터의 업무상 조언청취빈도, 하급자에게의 

업무상 조언제시빈도 등을 묶어서 업무의 환류 요인(요인 2)으로 하 다. 

요인 2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분산의 11.3%, 그리고 0.413∼0.806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2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4이다.  

   부하직원과의 업무갈등빈도, 상사와의 업무갈등빈도, 동료와의 업무갈등

빈도, 타부서와의 업무갈등빈도 등을 묶어서 업무갈등 요인(요인 3)으로 하

다. 요인 3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분산의 8.1%, 그리고 0.656∼

0.815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3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

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5이다.  

   본인의 업무량, 전체 직원의 업무량, 업무완수 소요수준 등을 묶어서 업

무의 압력 요인(요인 4)으로 하 다. 요인 4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 35 -

분산의 6.1%, 그리고 0.419∼0.800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4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69이다.  

   담당업무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 다른 직원들의 전문성 수준,교육훈련의 

필요성, 교육훈련의 활용성 등을 묶어서 업무의 전문성/교육훈련 요인(요인 

5)으로 하 다. 요인 5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분산의 5.3%, 그리고 

0.507∼0.743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5에 사용된 측정도구

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2이다.  

   업무에 대한 재량권 행사수준, 업무권한에 대한 위임 및 이양 인지도 

등을 묶어서 업무의 권한 요인(요인 6)으로 하 다. 요인 6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분산의 5.0%, 그리고 0.853∼0.880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6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

값은 0.78이다.  

    난해한 업무의 발생빈도, 난해한 업무의 처리소요시간, 상급자의 업무 

재보고 지시빈도,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 재보고 지시빈도 등을 묶어서 업

무의 난해성 요인(요인 7)으로 하 으며 요인 7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4.4%, 그리고 0.411∼0.764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7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2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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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업무특성에 관련된 요인분석결과

항  목

요인 1

(업무의

 표준화)

요인 2

(업무  

환류)

요인3

(업무의

 갈 등)

요인4

(업무의

압 력)

요인 5

(업무전문

성/교육)

요인 6

(업무의 

권한)

요인 7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병원목표실현 0.424

 업무규정/표준화절차수준 0.723

 업무규칙처리절차 반 도 0.846

 업무규칙처리절차 명확성 0.839

 동일유사업무 수행수준 0.681

 자유로운 의견제시 0.413

 동료의 업무상 조언청취 0.684

 동료에 업무상 조언제시 0.806

 상급자의 업무상조언청취 0.693

 하급자의 업무상조언제시 0.637

 부하직원과 업무갈등빈도 0.718

 상사와 업무갈등빈도 0.738

 동료와 업무갈등빈도 0.815

 타부서와 업무갈등빈도 0.656

 본인의 업무량        0.800

 전체 직원의 업무량 0.790

 업무완수 소요시간    0.419

 담당업무의 전문성 0.691

 다른 직원들의 전문성 0.743

 교육훈련의 필요성 0.507

 교육훈련의 활용성   0.686

 업무에 대한 재량권 행사 0.880

 업무권한 위임/이양인지도 0.853

 난해한 업무 발생빈도 0.680

 난해한 업무처리시간 0.411

 상급자의 업무재보고지시 0.764

 부하직원 업무재보고지시 0.649

 고 유 근 5.192 3.386 2.433 1.851 1.597 1.486 1.325

 요인/총분산(%) 17.308 11.285 8.109 6.170 5.323 4.953 4.416

 누적분산(%) 17.308 28.593 36.702 42.872 48.196 53.149 5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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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직구조에 관련된 요인분석

   조직구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의사소통 빈도, 의사결정 집권도, 공식

화, 의사소통의 원활성, 재량권 집권도 등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표 9). 

   부하직원간, 상사간, 타부서 직원간 의사소통 업무보고 빈도와 부하직원

간, 상사간, 타부서 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등을 묶어서 의사소통 빈도(요인 

1)로 하 으며, 요인 1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22.6%, 그리

고 0.704∼0.813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1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88이다.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 새로운 직원채용 결정에 참

여할 권한, 직원의 승진에 결정할 참여 등을 묶어서 의사결정 집권도 (요

인 2)로 하 으며 요인 2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17.0%, 그

리고 0.634∼0.872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2에 사용된 측

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89이다. 

   조직에 문서화된 규칙이나 방침, 문서화된 규칙이나 방침을 항상 이용, 

대부분의 업무에 문서화된 직무기술서 완비, 직원의 직무성과를 문서로 기

록,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과정 설치 등을 묶어서 공식화 요인(요인 3)으

로 하 으며 요인 3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10.3%, 그리

고 0.558∼0.848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3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86이다. 

   상급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상급직원과 하급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하급

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타부서 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등을 묶어서 의사소

통 원활성(요인 4)으로 하 으며 요인 4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분

산의 9.0%, 그리고 0.458∼0.828 범위의 요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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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9이다. 

  사소한 사항 상급자에게 보고, 모든 사항 상급자에게 보고, 본인 결정 상

급자 승인 요망 등을 묶어서 재량권 집권도(요인 5)로 하 으며 요인 5로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 분산의 4.65%, 그리고 0.693∼0.796 범위의 요

인 적재 값을 갖고 있다. 요인 5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9이다.

표 9. 조직구조에 관련된 요인분석

항  목

요인 1

(의사소통

빈도)

요인 2

(의사결정

집권도)

요인 3

(공식화)

요인 4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 5

(재량권

 집권도)

 부하직원간 업무처리 보고 빈도 0.755

 상급직원간 업무처리 보고 빈도 0.769

 타부서 직원간 업무처리 보고빈도 0.718

 부하직원간 대화빈도 0.763

 상사간 대화빈도 0.813

 타부서직원간 대화빈도 0.704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 0.750

 새로운 정책결정 참여 0.872

 새로운 직원 채용 결정 참여 0.849

 직원 승진결정에 참여 권한 0.843

 상사의 결정전 행동 0.700

 독단적 의사결정 0.634

 문서화된 규칙과 방침 0.699

 문서화된 방침을 항상 이용 0.836

 문서화된 직무기술서 완비 0.848

 직원 직무성과 문서로 기록 0.812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설치 0.615

 조직의 효과적 설계 0.558

 상급직원의 불만호소 인식 0.458

 직속상사의 의견전달 0.619

 상급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0.741

 상,하급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0.828

 하급직원간 의사소통 원활 0.789

 사소한 사항 상급자에게 승인 0.757

 모든 사항 상급자에게 승인 0.796

 본인 결정 상급자 승인 요망 0.693

 고 유 근 6.336 4.752 2.889 2.525 1.302

 요인/총분산(%) 22.629 16.970 10.319  9.018  4.651

 누적분산(%) 22.629 39.600 49.919 58.937 6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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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별 조직효과성 선행요인 비교

  가. 만족도, 동기부여, 업무특성, 조직구조 특성 요인 및 조직효과성

      의 관련성

   만족도 특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항목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얻어진 조직운  및 업무수준 요인, 대인관계 요인을 조직효과성과 관련성

을 비교해본 결과 조직운  및 업무수준에 만족할수록, 대인관계에 만족할

수록 조직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10).  

   동기부여 특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항목들을 요인 분석한 결

과, 심리적 동기부여, 현실적 동기부여 요인을 조직효과성과 관련성을 비교

해본 결과 심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나, 현실적 동기부여와 조직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이 없었다. 

   업무특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항목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얻

어진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환류, 업무갈등, 업무의 압력, 업무의 전문성과 

교육훈련 요인, 업무의 권한, 업무의 난해성 등을 조직효과성과 비교해 보

았다.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의 환류가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의 

전문성 수준이 높고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할수록, 업무처리

에 대한 권한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조직구조특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항목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얻어진 의사결정 원활성, 의사소통 빈도, 의사결정 집권도, 재량권 집권도, 

공식화 요인을 조직효과성과 비교해보았다. 의사소통 빈도 요인, 공식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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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이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0. 만족도, 동기부여, 업무특성, 조직구조 특성 및 조직효과성의 상관관계

                                                     단위 : 상관계수

항   목 조직효과성

만족도 특성

조직운  및 업무수준 -0.608***

대인관계 -0.387
***

동기부여 특성

심리적 동기부여 -0.170
**

현실적 동기부여 -0.076

업무특성

업무 표준화 -0.359***

업무의 환류 -0.418***

업무 갈등 -0.098

업무의 압력 -0.019

업무의 전문성 및 교육 -0.408***

업무의 권한 -0.347
***

업무의 난해성 -0.098

조직구조/의사전달 특성

의사소통 빈도 -0.341**

의사결정 집권도 -0.146

공식화 -0.631
***

의사소통 원활성 -0.453***

재량권 집권도 -0.097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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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원별 만족도, 동기부여, 업무특성, 조직구조 특성 요인 및 

      조직효과성의 관련성 

   조직효과성의 향요인중 만족도, 동기부여 특성, 업무특성, 조직구조/

교육훈련 특성과 조직효과성의 관련성을 병원별로 보면 표 11과 같다. 

   대학병원의 경우 만족도 특성중 조직운 과 업무수준 요인, 대인관계 

요인이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곧 조직운 과 업무수준 및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

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특성 중에는 업무의 표준화 요인, 업무의 

환류요인, 업무의 전문성/교육훈련, 업무의 권한 요인이 조직효과성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곧 업무의 표준화 수

준이 높을수록, 업무의 환류가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의 전문성 수준이 높

고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할수록, 업무처리에 대한 권한이 많

을수록 조직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조직구조 특성 중에는 의사

소통 원활성 요인, 의사소통 빈도 요인, 공식화 요인이 조직효과성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곧 조직의 공식화 수

준이 높고, 의사소통을 자주하고 원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만족도 특성중 조직운 과 업무수준 요인, 대인관계 

요인과 동기부여 특성중 심리적 동기 부여가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조직운 과 업무수준과 대인관계

에 만족할수록, 심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을 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특성 중에는 업무의 표준화 요인, 업무의 환류요

인, 업무의 권한 요인이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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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었으며, 업무의 갈등과 압력요인은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부(否)’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

다.  이는 곧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의 환류가 잘 이루어질

수록, 업무처리에 대한 권한이 많을수록 조직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는 없지만 업무에 대한 

갈등이 많이 발생할수록, 업무의 양이 많을 수록 조직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직구조 특성 중에는 공식화 요인, 의사소통 원활성 요

인, 의사소통 빈도 요인이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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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병원별 만족도, 동기부여, 업무특성, 조직구조 특성 및 조직효과성의 

      상관관계                                     

                                                         단위 : 상관계수

항   목
대학병원

조직효과성

종합병원

조직효과성

만족도 특성

조직운  및 업무수준 -0.655
***

-0.537
***

대인관계 -0.374*** -0.364***

동기부여 특성

심리적 동기부여 -0.100 -0.279**

현실적 동기부여 -0.093 -0.051

업무특성

업무 표준화 -0.342*** -0.411***

업무의 환류 -0.422
***

-0.407
***

업무 갈등 -0.132 -0.053

업무의 압력 -0.135 -0.068

업무의 전문성 및 교육 -0.440
***

-0.040

업무의 권한 -0.366*** -0.328**

업무의 난해성 -0.151 -0.039

조직구조/의사전달 특성

의사소통 빈도 -0.283** -0.388***

의사결정 집권도 -0.112 -0.161

공식화 -0.656*** -0.581***

의사소통 원활성 -0.474*** -0.460***

재량권 집권도 -0.126 -0.063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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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을 포

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제거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 0.7이상인 변수중 종

속변수와의 상관계수 값이 낮은 변수는 제거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병원구분, 연령, 재직기간, 직무교육, 교육, 교양

교육을, 만족도 특성으로는 조직운 과 업무수준 요인, 대인관계 요인을, 

동기부여 특성으로는 심리적 동기부여 요인을, 업무의 특성으로는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환류, 업무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 업무의 권한 요인을, 조

직구조 특성으로는 의사소통 빈도, 공식화,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을 회귀분

석시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독립변수인 병원구분은 가변수

(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하 다.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에는 연령이 많을수

록, 직무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만족도 특성 중에

는 조직운 과 업무수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업무특

성 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 변수는 없었으며, 조직구조 특

성 중에는 공식화, 의사소통의 원활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56.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행정직원들의 조직효과성은 심리적인 동기부여나 업무의 양과 

업무처리의 권한이 많고 업무에 대한 갈등수준 등 업무특성에 의해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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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조직운 과 업무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직무교육

을 자주 받으며,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고,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병원조직의 효과성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구분(종합병원=1,대학병원=0) 0.6753 1.1920 0.5722

연령  0.2671 0.1192 0.0266

총재직기간 0.0037 0.0060 0.5602

직무교육 0.6403 0.3269 0.0451

교양교육  0.5389 0.7358 0.4656

 만족도 및 동기부여 특성

조직운 과 업무수준 0.4011 0.1257 0.0020

대인관계  0.2227 0.3652 0.5432

심리적 동기부여         0.0299 0.1488 0.8409

 업무특성

업무의 표준화  0.2531 0.1890 0.1830

업무의 환류  0.1288 0.2554 0.6176

업무의 전문성/교육훈련  0.3601 0.3010 0.2337

업무의 권한  0.6468 0.4044 0.1116

  조직구조 특성

의사소통빈도 0.0323 0.1047 0.7570

공식화  0.8077 0.1712 0.0000

의사소통 원활성  0.6857 0.2062 0.0010

상수 2.3170 5.6680 0.0123

Adj R
2
 =0.564 

F값 = 19.441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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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원별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각 병원별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표 13). 이 모형에 채택된 요인은 약 49%에서 60%의 설명

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연구대상자 특성중에는 직무교육 실시횟수 요인, 만족

도 특성 중에는 조직운 과 업무수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

쳤으며, 조직효과성과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업무특성 중에는 업무

의 전문성 요인이, 조직구조 특성 중에는 공식화와 의사소통 원활성 요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곧 대학병원은 직무교

육을 많이 실시하고, 병원조직의 운 과 업무수준에 만족할 때 조직의 효

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요구하고, 병

원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조직효과

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만족도 특성 중에서 조직효과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동기부여 특성 중

에는 심리적인 동기부여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쳤으며,  업무특성 중에는 업무의 표준화 요인이, 조직구조 특성 중에는 

공식화와 의사소통의 원활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쳤다. 

결국 종합병원의 행정직은 심리적인 동기부여가 있을 때 조직의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고, 병원조직의 공

식화 수준이 높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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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병원별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대학병원 종합병원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여자=1, 남자=0) -1.8323 1.7500 0.2982  2.5843 2.5940 0.3222

연령  0.1760 0.1892 0.3556  0.3276 0.4022 0.4196

재직기간 -0.0023 0.0070 0.7262  0.1505 0.0360 0.6752

직무교육  0.8013 0.3809 0.0372  0.3633 0.8689 0.6772

교양교육  0.2097 0.9088 0.8196  1.3529 1.4148 0.3426

 만족도/동기부여 특성

조직운 과 업무수준  0.5181 0.1807 0.0050  0.2241 0.1937 0.2470

대인관계  0.0710 0.5412 0.8968  0.7298 0.5472 0.1862

심리적 동기부여  0.2691 0.2388 0.2610  1.4143 0.2758 0.0359

현실적 동기부여  0.7481 0.4818 0.1230  0.4273 0.4948 0.5749

 업무특성

  업무의 표준화  0.196 0.2356 0.4060  0.6933 0.3533 0.0489

업무의 환류  0.2118 0.3374 0.5326  0.1338 0.4434 0.7646

업무의 전문성/교육훈련  0.4442 0.3736 0.0360  0.2052 0.5846 0.7270

업무의 권한  0.4878 0.5430 0.3720  1.0373 0.6800 0.1310

 조직구조 특성

의사소통빈도  0.0584 0.1487 0.6939  0.0913 0.1757 0.6030

공식화  0.8007 0.2182 0.0000  0.8937 0.2942 0.0031

의사소통 원활성  0.6347 0.2712 0.0210  0.8557 0.3382 0.0130

상수 15.6344 8.6910 0.5183 13.6800 8.1510 0.0455

 Adj R2 =0.604 

F값=11.849 (P=0.000)

 Adj R2 =0.493 

F값=7.012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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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대학병원과 이 병원과 같은 

계열 병원인 3개 종합병원에 재직중인 병원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효과의 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병원 업무의 질 향상과 병원조직 발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진행상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상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인천지역 1개의 대학병원과 같은 계열병원인 3개 종합병원만을 연

구대상 병원으로 선정하 기 때문에 각종 병원유형별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대표하기 곤란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표본수가 비교적 적고, 조사대상 병원직원에 대해 2

주간 설문 조사하 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대표성 문

제와 설문응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표본추출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균등분포가 이

루어지지 않아 병원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요소를 배제하지 못하

다. 즉,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간의 급여수준, 부서간 교육실시횟수에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향을 배제하지 못하 다. 

  넷째, 일부 설문항목에 대한 내용이 설문응답시 누락되었거나, 적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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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답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설문문항의 

구성상 기술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좀더 체계적인 연

구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조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 조사하 으며, 특히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원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의 향요인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 다는 것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인천지역 1개의 대학병원과 이 병원과 같은 계열병원인 3개

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조사

한 결과 병원간 급여수준과 부서간 교육횟수에 차이가 있었으나 연구대상

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 연령, 근무경력, 직책 등의 분포에 차

이가 없어 병원별 비교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가지고 실시한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가설 1에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병원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정하 는데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에 비해 조직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이 가설은 유효하여 채택하 다.  연령은 31세

이상, 병원 총재직기간이 8년이상인 군에서, 미혼보다는 기혼, 직책이 높을

수록,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직무교육과 교양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조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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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나. 만족도와 동기부여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가설 2에서 연구대상자의 만족도와 동기부여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

성은 높을 것이라고 하 다. 

   검증결과 각 병원 모두 만족도 특성중 조직운  및 업무수준 요인, 대

인관계 요인이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어 연구가설을 채택하 다. 이는 곧 신 수(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직운  및 대인관계에 만족도가 직장생활의 질과 조직몰입화 모

두를 향상시켜 조직효과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동기부여 특성중 심리적 동기부여 요인이 종합병원인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을 뿐 대학병원은 동기부여

수준과 조직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어 연구가설을 기각하

다. 

  다. 업무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가설 3에서 연구대상자의 업무특성 요인과 조직효과성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해한 업무가 적을수록,  업

무의 환류가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의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업무의 표준

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처리의 권한이 많을수록 , 업무량이 많을수록,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활용성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을 것이라고 설정

하 다. 

   검증결과 업무의 난해성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두 병원군 모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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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효과성과 ‘부(否)’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어 연구가설을 기각하 다. 이 결과로 볼 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모

두 난해한 업무가 조직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의 환류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모든 병원에서 조직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업무의 환류가 잘 

이루어질수록, 조직의 효과성은 향상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설을 채택하 다.     

   업무의 갈등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모든 병원에서 조직효과성과  

‘부(否)’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즉, 

업무의 갈등이 많을수록 조직의 효과성은 저하된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조직효과성에 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연구가설이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업무에 대한 갈등 평가는 업무수

행과 관련된 상급자 및 하급자와의 수직적 갈등 그리고 동료 및 타부서와

의 수평적 갈등수준을 측정한 것인데 이전의 연구(신 수, 1995)에 의하면 

업무의 갈등수준이 상급자와의 갈등이 가장 높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직속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이는 곧 업무의 환류수준을 떨

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업무의 표준화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모든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어 연구가설을 채택하 다.   

   업무의 권한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모든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어 연구가설을 채택하 다. 

   업무의 압력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대학병원의 경우 조직효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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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종

합병원은 조직효과성과 ‘부(否)’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즉,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조직효과성은 큰 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구가설을 기각하 다. 

   업무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두 병원 모두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대학병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있어 연구가설을 채택하 다. 즉, 대학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업무의 

전문성 및 교육훈련 및 활용성 수준을 높일수록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

을 알 수 있었다. 

  라. 조직구조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 

   가설 4에서 연구대상자의 조직구조특성 요인과 조직효과성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 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재량권이 많을 수록, 조직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빈도가 많을 수록 조직효과성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정하 다. 

   검증결과 조직의 공식화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모든 병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공식화 수준이 높을

수록 조직의 효과성은 향상됨을 알 수 있어 이 연구가설을 채택하 다. 공

식화 수준이 높은 조직에서는 직무기술서, 규칙, 규정 등이 있으나 공식화 

수준이 낮은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행동이 비교적 프로그램화되지 않는다. 

직무수행상 개인의 자유 재량권은 조직에 프로그램화된 개인행동의 양과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표준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일

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입량이 그만큼 적어진다. 따라서 직무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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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크면 클수록 고도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공

식화는 반드시 기록화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의 현실을 

그대로 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지각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결국 이 결과는 업무의 표준화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 참여도와 재량권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모든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어 연구가설을 기각하 다. 

   의사소통 원활성과 빈도 요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모든 병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조직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의사소통 빈도가 많을 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되고 있었으며 연

구가설을 채택하 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이란 개인간, 부서간, 조직 내ㆍ

외부간에 있어서 의사소통 또는 정보의 전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은 구성원들의 활동이 서로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결국 조직구성원들간의 접촉양식은 그들의 행위와 

조직효과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 조직효과성 향요인의 병원별 차이 

   가설 5에서 조직효과성의 중요 향요인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

라고 하 는데 조직효과성에 향을 주는 중요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중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 직

무교육을 많이 할수록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병원별로는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조직운  및 업무수준에 만족

할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조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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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중요한 향요인으로 작용하 다. 

   대학병원의 경우 직무교육을 많이 할수록, 병원조직의 운 과 업무수준

에 만족할 수록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업무특성

중에는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고, 업무처리의 권한이 많으며 업무가 원

활하기 보다는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요구하고 교육훈련을 많이 하고 활용

할 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되었으며, 조직특성중에는 의사결정의 참여나 

재량권이 많은 것보다는 조직의 공식화수준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됨을 알 수 있었다. 

   종합병원은 심리적인 동기부여 수준이 높을 수록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

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업무특성중에는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요구하

고, 업무처리의 권한이 많은 것보다는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 수록 조

직효과성이 향상되었으며, 조직특성중에는 조직의 공식화수준이 높고 의사

소통이 원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두 병원간 조직효과성에 중요 향요인이 차이가 있어 연구가설을 채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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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행정부서 업무의 질 향상과 병원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인천지역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과 이 병원과 같

은 계열병원인 3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29명의 행정직원들을 대

상으로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조사자료는 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획득하 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에 비

해, 연령은 31세이상, 병원 총재직기간은 8년이상, 미혼보다는 기혼, 직책이 

높을 수록, 급여수준은 높을수록, 직무교육과 교양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조

직효과성이 높았다. 

   2. 연구대상자의 만족도 및 동기부여 요인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전반적

으로 모든 병원에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이 높았으며, 동기

부여 요인은 종합병원에서만 심리적 동기부여 수준과 조직효과성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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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대상자의 업무특성 요인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모든 병원에서 난

해한 업무가 적을수록 조직효과성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모든 병원에서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에 권한이 많

을수록 조직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대학병원은 업무

의 전문성 수준이 높고, 교육훈련 및 활용성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효과

성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4. 연구대상자의 조직구조특성 요인에 따른 조직효과성은 모든 병원에

서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의사소통이 빈번

할수록 조직효과성은 향상되었으나 의사결정의 참여도와 재량권은 조직효

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5. 조직효과성의 중요 향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

반적으로 연령이 많을 수록, 직무교육을 많이 할수록, 조직운 과 업무수준

에 만족할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조

직효과성에 중요한 향요인으로 작용하 다. 

   6. 각 병원별 조직효과성의 중요 향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결과 대학병원은 직무교육을 많이 할수록, 병원조직의 운 과 업무수준

에 만족할 때,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업무에 대

한 전문성과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활용할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

고,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종합병

원은 심리적인 동기부여 수준이 높을 때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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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업무의 표준화와 병원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

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병원별 조직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효과성 향상요인의 진작(振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공통적으로 특히 ‘조직운  및 업무수준’

과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 ‘업무에 대한 환류가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

에 대한 권한이 많을수록’,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됨을 알았다. 특히 대학병원은 ‘직무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업무의 전문성 수준이 높고,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활용할수록’ 조직효과성이 향상되었으며, 종합병원은 ‘심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효과성이 향상

됨이 검증되었으므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이와 같은 조직효과성 향상 

요인을 진작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직효과성 저해요인의 해소(解消)

       대학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조직효과성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대

학병원의 경우 조직운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종합병원에 비해 낮았으며, 현실적인 동기부여 수준도 낮아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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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업무

의 량과 난해한 업무가 많고, 업무에 대한 갈등이 많은 대신 업무의 환류

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병원조직의 공식화 수준과 의사소통

의 빈도가 낮고, 의사결정의 참여가 낮아 조직의 효과성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으므로 대학병원들은 이와 같은 조직효과성의 저하요인을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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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병원조직의 효과성을 위한 설문서

                                                    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내용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병원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평가를 통한 병원조직의 효과성을 제

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내용은 오직 병원행정 발전을 위해 활용되며 모든 

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절대 비 이 보장되

오니, 아무쪼록 질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덕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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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평소 느

끼시던 생각을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 혹은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불만
불만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1. 현재 우리 병원의 업무방침 1 2 3 4 5

 2. 병원의 관리운  방침 1 2 3 4 5

 3. 나는 현재의 업무내용에 만족 1 2 3 4 5

 4. 우리 병원의 신분보장 1 2 3 4 5

 5. 현재의 승진제도 1 2 3 4 5

 6. 현재의 보직 배정 원칙 1 2 3 4 5

 7. 자신의 능력 및 업무량과 비교한 급여수준 1 2 3 4 5

 8. 선생님과 상사와의 관계 1 2 3 4 5

 9. 선생님과 부하직원과의 관계 1 2 3 4 5

10. 선생님과 동료직원과의 관계 1 2 3 4 5

11. 현재의 업무와 선생님의 적성 1 2 3 4 5

12. 현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실적에 대한 

   정신적 및 금전적 보상
1 2 3 4 5

13.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식,기술 및 경   

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1 2 3 4 5

14. 현재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병원에 대해 전체적

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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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병원생활과 관련된 다음 사항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느끼신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 혹은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중요치

않음

별로

중요치

않음

보통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보수 및 금전적 보상 1 2 3 4 5

 2. 더 나은 직책으로 승진 할 기회 1 2 3 4 5

 3. 현 직무에서 재량권의 확대정도 1 2 3 4 5

 4. 직원간의 동료애 1 2 3 4 5

 5. 직속상사로 부터의 인정과 칭찬 1 2 3 4 5

 6. 사회에 대한 공헌 1 2 3 4 5

 7. 근무환경 여건의 개선 1 2 3 4 5

 8.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1 2 3 4 5

 9. 최신 지식, 기술 및 경험 습득 기회 1 2 3 4 5

10. 해고 당하지 않을 안전성 1 2 3 4 5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선생님께서는 현재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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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 특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각 사항에 대

하여 선생님께서 평소 느껴오시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 혹은 

○표)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의 업무는 병원의 목표를 실현

하는데 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 선생님의 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어

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 선생님의 업무는 미리 정해진 규정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까?
1 2 3 4 5

0-20%
21-40

%

41-60

%

61-80

%

81-100

%

 4. 선생님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규정

된 업무규칙과 처리절차를 어느 정도 

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5. 규정된 업무규칙과 처리절차의 내용은 

어느정도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선생님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일 또

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는 얼

마나 됩니까?

1 2 3 4 5

 7. 선생님의 전체 근무시간중 자신의 고

유업무가 아닌 잡무에 투여하는 시간

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전혀

없다

매우

적다
적다 많다

매우

많다

 8. 선생님은 업무수행중 규정된 업무규칙

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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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1-2건 3-4건 5-6건
7건이

상

 9. 선생님은 해결이 곤란한 어려운 업무

를 한달 평균 얼마나 처리하십니까?
1 2 3 4 5

0-5

시간

6-10

시간

11-15

시간

16-20

시간

20시간

이상

10.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

요시간은 1주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매우

낮다
낮다

그저

그렇다
높다

매우

높다

11. 업무수행과정에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의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2. 선생님의 병원내에서 업무권한에 대한 

위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매우

과소
과소 적정 과중

매우

과중

13. 선생님에게 부여된 업무량은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4. 전체 병원직원에게 배분된 업무량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2 3 4 5

너무

짧다
짧다

적당

하다
길다

너무

길다

15. 업무수행에 있어서 선생님의 업무완수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1 2 3 4 5

0건 1-3건 4-6건 7-9건
10건

이상

16. 상급자 및 상급기관에 대한 선생님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재보고가 지시된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17. 선생님이 부하직원의 업무보고에 대하

여 재작성을 지시한 경우는 최근 3개

월간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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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하다

매우

힘들다
힘들다

가능

하다 

자유

롭다

18.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전혀

없다

매우 

적다
적다 많다

매우 

많다

19. 동료로부터 선생님의 업무처리에 도움

을 주는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

까?

1 2 3 4 5

20. 선생님이 동료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

는 의견을 제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21. 상급자로부터 선생님의 업무실적에 대

한 의견 및 평가를 들어 본 적이 있습

니까?

1 2 3 4 5

22. 선생님이 부하직원의 업무처리결과에 

대해 의견 및 평가를 제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매우

불필요
불필요

그저

그렇다
효과적

매우

효과적 

23. 선생님은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

십니까?

1 2 3 4 5

매우

부족
부족

그저

그렇다
우수

매우

우수

24. 선생님의 담당 업무에 대하여 자신이 

평가하는 전문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1 2 3 4 5

25. 선생님 병원에서 다른 직원들의 전문

성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67 -

매우

비활용
비활용

그저

그렇다
활용

매우

활용

26. 선생님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얻은 지

식과 경험이 업무수행에 얼마나 활용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0번 1-3번 4-6번 7-9번
10번

이상

27. 선생님과 부하직원간의 1개월 평균갈

등빈도
1 2 3 4 5

28. 선생님과 상사간의 1개월 평균갈등빈도 1 2 3 4 5

29. 선생님과 동급직원간의 1개월평균갈등

빈도
1 2 3 4 5

30. 선생님과 타부서간의 1개월 평균갈등

빈도
1 2 3 4 5

Ⅳ. 다음은 병원 조직의 구조와 의사전달에 대한 설문 사항들입니다.  평소 선생

님께서 느껴오시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 혹은 ○표)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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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은 문서화된 규칙이나 방

침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2. 우리 병원에는 문서화된 규칙이나 

방침철을 항상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 2 3 4 5

 3. 우리 병원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업무에는 문서화된 직무 기술서가 

완비되어 있다.

1 2 3 4 5

 4. 우리 병원에서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직무 성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다.
1 2 3 4 5

 5. 우리 병원에는 신입 직원을 위한 공

식적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설치되

어 있다.

1 2 3 4 5

 6. 나에게는 우리 병원의 새로운 프로

그램을 채택하는 의사결정에 대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7. 나에게는 우리 병원의 새로운 정책

을 채택하는 의사결정에 대개 참여

할 기회가 없다.

1 2 3 4 5

 8. 나에게는 우리 부서의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결정에 대개 참여할 기회가 없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병원 구성원의 승진에 관

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1 2 3 4 5

10. 나는 상급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승

인할 때까지는 행동을 할 수 없다
1 2 3 4 5

11. 나는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권

한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상급자로부

터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13. 나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급

자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
1 2 3 4 5

14. 내가 내린 결정은 상급자의 승인을 

요한다
1 2 3 4 5

15. 나의 직속상사는 선생님의 불평, 불

만, 고충등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16. 선생님의 직속상사의 의견이 귀하에

게 잘 전달됩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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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선생님의 업무추진시 동료직원들과 

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까?
1 2 3 4 5

18. 선생님의 부서는 다른 부서와 업무

연락이 잘 이루어집니까?
1 2 3 4 5

※선생님의 병원에서 의사전달의 소통상

태는 원활합니까?

매우 

비원활 
비원활

그저 

그렇다
원활

매우 

원활

19.    상급직원간 1 2 3 4 5

20.    상급직원과 하급직원간 1 2 3 4 5

21.    하급직원간 1 2 3 4 5

※업무처리를 위하여 문서화된 보고나 메

모를 주고 받은 횟수는 일주일 평균 얼

마나 됩니까?

0-5회 6-10회 11-15회 16-20회
20회

이상

22.    선생님과 부하직원간 1 2 3 4 5

23.    선생님과 상사간 1 2 3 4 5

24.    선생님과 타부서직원간 1 2 3 4 5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대화나 전화통화

를 한 횟수는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0-5회 6-10회 11-15회 16-20회

20회

이상

25.   선생님과 부하직원간 1 2 3 4 5

26.   선생님과 상사간 1 2 3 4 5

27.    선생님과 타부서직원간 1 2 3 4 5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선생님께서는 병원의 조직이 효과적

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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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병원의 내부환경에 대한 설문사항들입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느껴 오

시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 혹은 ○ 표)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야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에 직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다
1 2 3 4 5

 2. 나의 직속상사는 성과달성을 위해 직원

들의 능력발휘를 강조한다
1 2 3 4 5

 3. 나의 직속상사는 업무수행시 구체적인  

업무추진 지침을 내려주고 잘 처리되기

를 기대한다

1 2 3 4 5

 4. 나의 직속상사는 직원들의 복지, 편안

함 및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강

조한다

1 2 3 4 5

 5. 나의 직속상사는 전체적인 리더쉽에 있

어 만족스럽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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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선생님의 병원조직의 효과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사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혹은○표)하여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야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의 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2 3 4 5

 2. 우리 병원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신

뢰하고 협조한다.
1 2 3 4 5

 3. 우리 병원내의 질서는 종종 없는 듯하다 1 2 3 4 5

 4. 우리 병원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명

확하다.
1 2 3 4 5

 5. 우리 병원직원들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우리 병원이 수행한 일은 결과가 아주  

훌륭하다.
1 2 3 4 5

 7. 우리 병원의 의사소통 체계는 잘 운

되고 있다.
1 2 3 4 5

 8. 우리 병원직원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1 2 3 4 5

 9. 우리 병원은 직무를 잘 수행해 내기 때

문에 주위의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
1 2 3 4 5

10. 우리 병원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잘 

적응해 나간다.
1 2 3 4 5

11. 우리 병원이 수행하는 업무량은 상당히 

많다.
1 2 3 4 5

12. 우리 병원의 교육훈련 준비상태는 양호

하다.
1 2 3 4 5

13. 우리 병원의 편제는 잘 잡혀 있는 감이 

있다
1 2 3 4 5

14. 우리 병원에서는 업무수행시 그 결과에 

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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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그저 

그렇다

야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우리 병원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한다 1 2 3 4 5

16. 인원수만을 볼 때 우리 병원이 발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2 3 4 5

17. 우리 병원의 특성중의 하나는 안정과 

원만한 업무 수행이다.
1 2 3 4 5

18. 우리 병원의 근무 분위기는 매우 우호

적이다.
1 2 3 4 5

19. 우리 병원의 업무 생산성은 아주 높다. 1 2 3 4 5

20. 우리 병원 직원들은 조직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21. 일반적으로 병원내 상급자들은 수행하

여야 하는 업무를 사전에 계획한다. .
1 2 3 4 5

22. 우리 병원은 새로운 요구나 수요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우리 병원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으

로 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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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 특성을 묻는 설문입니다.

1. 선생님의 연령은 만 __________세 

2.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자 □   ② 여자 □         

3.  선생님의 결혼상태는? ① 기혼 □  ② 미혼 □  ③ 사별 □  ④ 이혼/별거 □

4  선생님의 학력은?  ① 국졸      □   ② 중졸 □   ③ 고졸     □

                      ④ 전문대졸  □   ⑤ 대졸 □   ⑥ 대학원졸 □

5. 선생님이 병원에서 재직하신 총 기간은?   _____ 년   _____ 개월

6. 현재 선생님의 소속부서는?     _________ 과 

7. 선생님이 현재의 병원에서 재직하신 총 기간은?    _____ 년   _____ 개월

8. 선생님의 직책은?  ① 팀장 □   ② 파트장 □   ③ 담당 □   ④ 기타 □

9. 선생님이 병원에서 재직시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기간

은?      [기술교육 및 전문교육 포함]

 

교 육 훈 련 종 류 교육훈련기간[일/주/개월]

 (1) 직무교육 주 ______ 회 또는 월 ______ 회

 (2) 부서간(間) 교육 주 ______ 회 또는 월 ______ 회

 (3) 교양교육 주 ______ 회 또는 월 ______ 회

 (4) 기타 (                  ) 주 ______ 회 또는 월 ______ 회

10. 선생님 개인의 월간 급여액[세후]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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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Personnel in Hospitals 

                                 Duk-Gu Le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 Hum Yu, M.D., Dr. P.H.) 

   The hospital is characterized by it's remarkable labor industry and 

human resources input by unit.  Recently, the administrative personnel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aff to provide a hospital guidance to 

consumer and also easiness for consumer's visit to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personnel in hospitals. The survey data involved 

in the study was derived from 229 personnels working in 3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and 1 university hospital in Inch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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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1.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order of over 31 years of age, university 

graduates, long-term tenure and high position is higher, whereas, in as 

much as wage and well trained personnels in are higher, general 

hospital's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higher in comparison with those of 

university hospital.

  2.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motive contributional factors is higher as much as the 

high satisfactory level in every hospitals in general. 

  3.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f job 

characteristics is higher in as much as difficulty of the jobs is lesser, 

however there was not statically significance.  In as much as job 

standard level is higher and the more job responsibility the higher 

organizational efficiency.  It was obvious that the higher professional 

expertise as well as the training and application level are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4.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was higher in as much as the 



- 76 -

intercommunication was smooth and the structural formalization level 

are higher, however there was not statically significance between  the 

participation level of decision making and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5. In as much as older age, management of organization and the job 

level are satisfied, the higher structural formalization level, the smooth 

intercommunication have affected as major influence factor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6. In the university hospitals is satisfied in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of hospital organization as there are no difficult jobs while the 

level of hospital's organizational formality is high and the 

intercommunication is smooth, which are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the general hospitals is also satisfied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of hospital organization and psychological motive contributional 

factors is higher, it was apparent that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higher in as much as the level of job standardization is high and the 

intercommunication is smooth.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personnel in hospitals,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as well as personal relation are preferably satisfied, whereas 

formalization of organization, intercommunication and etc.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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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ied, and,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buildup discriminated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environment for different division on the 

basis above factors.

  Since this study is carried on four hospitals in Inchon area, there is a 

certain limit to generalize its result to all domestic hospitals, 

nevertheless the gallop poll was made by developing the questionnaires 

with reasonability and reliability. Especially, as the study was carried 

by analyzing the comparison of influence factors'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s.   

Key words: organizational efficiency, administrative personn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