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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등록이 되었고 종합병원에 근무하
고 있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단면연구로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였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21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특성, 직무특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를 포함한 총 105문항의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심리적요인, 환경적요인, 구조적요인으로 구분하였
으며, 직무스트레스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첫째, 심리적요인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처가 서울에 있는 경우, 사명감
을 많이 느끼는 경우, 이직의도가 없는 경우 직무불안정의 스트레스가 낮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환경적요인에 있어서는 급여가 낮은 그룹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구조적요인에 있어서는 사명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없는 경우 조

직체계 및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전체 만족도를 보면 전체 사명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없는 사람,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
무불안정과 보상부적절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사명감을 높이고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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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방사선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관련된 조직문
화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심이 되는 말 :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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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의 과학 및 기술 발전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사회전반에 걸친 부의 축적과 의료 및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을 만들게 되었다(남혜경, 2011). 이
에 따라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였
고 날이 갈수록 고급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
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관 이용 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소비자 위주의 변
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여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병원
조직은 더욱 다원적인 구조로 변화되었고(오순옥, 2009), 구성원들에게 전
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하게 되었다(임덕순, 2006). 
  병원은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조직속에서 자아실현은 물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는 노동집약적인 조직이다(Beach DS, 1970). 특히 전문가에 
의한 권위체계와 경영층에 의한 일반관리 체계가 공존하는 이원적 지배체계
로 현대사회의 가장 복잡한 조직 중 하나이다(Kaluzny AD, 1982).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떠올릴 때 의사 또는 간호
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병원에서는 의사 혼자 힘으로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 및 치료를 모두 처리하지 않으며 의과학 및 의
학기술의 발달로 의료업이 분업화되면서 각종 의료보조원이 출현하게 되었
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련하여 이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예방의학
과 공중보건 편찬위원회, 2001). 
  고도의 기술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분야 중 하나로서 의료기술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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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도화된 의료기술의 등장은 좀 더 세분화, 전문화
된 기술력과 노동력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병원에서 치료 또
는 건강 검진의 목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은 
중요한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방사선은 1895년 Roentgen이 X-선을 발견한 후 인간은 많은 노력과 변
화를 추구하였다. 이제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종양의 치료에까지 범위와 중요성이 증대되어 그 이용도는 실제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방사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전관
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사선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김
영산, 1993).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로 세 부서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고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환자가 
거치게 되어있는 부서이다. 따라서 방사선사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최신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쉽지 
않고, 이것은 곧 그 병원의 서비스 및 의료의 수준도 저하되게 되어있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관찰보다는 조직구성원 개인
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고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며,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작업환경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개념이다
(Linchtenstein, 1984).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1940년대 이후 조직론 중 
인간관계론 내에서 다루어지는 주요개념으로써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
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조직외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조직내적
인 측면에서 작업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과 함께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이직률과 결근률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박성애, 1992).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조직은 모두가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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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므로, 병원의 생산성 향상은 합리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 기대하
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인력관리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
다(김경옥, 1996). 인력관리 차원에서 직원의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즉 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
상 및 인정 등의 내부지향적인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때, 그들의 조직
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고객에게 보다 나
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박철민, 2006). 
  1973년 의료기사법이 공표되고, 법률로 방사선사의 직무 한계를 명시하
고, 방사선사는 보건계열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
여하고 있지만 현재 방사선사의 위상 및 대우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방사선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 방사선사의 직무특성상 의료기술
직임으로 정확한 병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안정된 고용형태와 합당한 보수 등의 적
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직무만족이 높은 직원이 양질의 서비스
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는 곧 병원에서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
게 되므로 방사선사의 직무만족은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재 방사선사가 적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
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사의 직무만족 조사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보면 직무
만족도 조사(문일봉, 2006, 봉필준, 2002, 구효근, 1992, 김영산, 1993, 이
계곤, 2001, 이성대, 2003)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강영한, 
2005)를 했던 문헌들이 있었으나 임상병리사(이재란, 2001, 김만호, 2010, 
양용석, 1987, 김준미, 2004, 이정중, 2002, 고범주, 2003, 김도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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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김종희, 2010, 박명화, 2008, 최미정, 2005, 성미혜, 2006, 안혜원, 
2005 서양순, 2006 이순선, 1996)등 다른 직종의 직무만족도연구에 비하
면 방사선사 직무만족의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방사
선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입증하고자 더욱 상세하게 연구하
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자 하는 것이다.

첫째,  방사선사의 일반적특성 및 직무특성, 직무만족도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특성 및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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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등록이 되었고 종합병원에 근무하
고 있는  최소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선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고 22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이 불성실한 10부의 설문지
를 제외하고, 213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설문지 내용

설문지 구성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특성 24문항, 직무스트레
스 27문항 직무만족도 54문항으로 총 10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설문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전국 22개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
으로 방문 및 우편으로 2012년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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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환산점수 = 
실제점수-문항수예상가능한점수-문항수  x 100 

 

 총 직무스트레스 점수 = 
각영역별환산점수총합

8
  

 (1) 일반적특성 및 직무특성

일반적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책, 급여, 결혼을 조사하였고, 직무특성
에는 근무부서, 근무처, 환자 수, 근무시간, 고용형태, 근무형태, 병원의 규모, 
동료의 수, 경력, 이직경험, 이직의도, 사명감을 포함하였다.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2006)이 개발한 단축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24
문항 및 물리환경 3문항 등 총 2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지에는 직무요
구 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4문항, 관계 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문항, 조직
관련 4문항, 부적절한 보상 3문항, 직장문화 4문항, 물리적 환경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
렇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점수는 아래의 수
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총 직무스트레스 점수를 수식에 의하여 
구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문항은 역코딩 하여 평가하였다.

                    
                    수식  : 직무스트레스 환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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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구 측정도구는 서영준(1995)이 개발한 것을 임영아(2009)가 수
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들의 일반적특성, 환경적 변수
(외부취업기회, 외부 인적자원), 심리적 변수(기대충족도, 성장욕구, 자아 효
능감, 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 구조적 변수(직무에서의 권한, 직무 적합도, 
직무의 다양성, 직무의 중요도 , 직무량, 근무조건, 직업의 안정성, 보수, 내부
인적자원, 성장기회, 승진기회), 직무만족도, 보람, 사명감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도의 환경적 변수(문항 1-6), 심리적 변수(문항 7-21), 구조적 
변수(문항  22-54),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
로 이루어졌으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4) 측정도구 신뢰도 검정

27개의 직무스트레스 문항과 54개의 직무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직무만족도의 신뢰
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0.769를 보였으며, 0.697 - 0.894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값은 0.737하부요인의 
신뢰도 계수 값을 측정한 결과 0.625 - 0.749까지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
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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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직무만족도 외부취업기회 3 0.813

외부인적지원 3 0.732
기대충족도 3 0.842
성장욕구 3 0.708
자아효능감 3 0.764
긍정적 심성 3 0.697
부정적 심성 3 0.705
직무에서의 권한 3 0.817
직무에서의 적합도 3 0.712
직무의 다양성 3 0.732
직무의 중요도 3 0.837
보수 3 0.890
내부인적자원 3 0.750
성장기회 3 0.835
승진기회 3 0.894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4 0.625
자율성결여 4 0.640
관계설정 3 0.749
직무불안정 2 0.682
보상부적절 3 0.639
직장문화 4 0.744
조직문화 4 0.662
물리환경 3 0.752

표 1. 요인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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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독립변수

일반적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책, 급여

직무특성
근무처, 고용형태, 근무형태, 병원의 규모, 경력, 

이직경험,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

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물리환경에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심리적요인

환경적요인

구조적요인

3. 변수의 선정   

  이 연구에서 선정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책, 급여에 
대한 일반적특성과 근무처, 고용형태, 근무형태, 병원의 규모, 경력, 이직경
험,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특성 및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
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물리환경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이다. 종속변수로는 직무만족도 하부요인으로서 심리적요인, 환경적요인, 구
조적요인, 이들을 합친 전체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표 2).

 표 2. 변수의 선정

 *, 직무만족도는 총 54문항으로 환경적요인(외부취업기회, 외부인적지원), 심리적요인(기대충족도, 성장욕구, 자아효능감, 긍정적심성, 부
   정적심성), 구조적요인(직무에서의 권한, 직무의 적합도, 직무의 다양성, 직무의 중요도, 직무량, 근무조건, 직업의 안정성, 보수, 내부
   인적자원, 성장기회, 승진기회) 으로 요인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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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사선사의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알아보았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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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결과
 

1. 일반적특성 및 직무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150명(70.4%), 여자 63명
(29.6%)이었으며, 30세 미만이 101명(47.4%), 30세 이상 112명(52.6%)이 
었으며, 평균연령은 32.6세였다.. 교육수준은, 학사 이상이 115명(54%)이었
고, 전문대졸은 98명(46%)이었다. 직책은 평 방사선사가 181명(85%)이었
고, 직책을 맡고 있는 방사선사가 32명 이었다. 급여는 월 200만원 - 250만
원을 받는 근무자가 106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51만원 - 
350만원 68명(31.9%), 350만원 초과39명(18.3%)순이었으며, 미혼이 123
명(57.7%), 기혼이 90명(42.3%)순이었다(표 3).
  연구 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근무처는 서울이 174명(81.7%)로 지방 
39명(18.%)보다 많았고,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172명(80.8%)로 41명
(19.2%)보다 많았다. 근무형태는 상근직이 190명(89.2%), 격일근무 16명
(7.5%), 3교대 7명(3.3%)순이었고, 병원의 규모는 병원급 9명(4.2%), 2차
병원 67명(31.5%), 3차병원 137명(64.3%)순이었다. 경력에서는 1년 - 
10년이 151명(70.9%), 11년 이상이 62명(29.1%)이었다.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86명(40.3%)였고, 이직경험이 없는 사람은 127명(59.6%)이었다. 
이직의도가 있는 사람이 57명(26.8%), 이직의도가 없는 사람이 156명
(73.2%)순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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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  자 150 70.4
여  자 63 29.6

연 령 30세 미만 101 47.4
30세 이상 112 52.6

학 력 전문학사 98 46.0
학사이상 115 54.0

직 책 평 방사선사 181 85.0
선임 및 실장 32 15.0

급 여 200 - 250초과 106 49.8
251 - 350초과 68 31.9
350초과 39 18.3

결 혼 미  혼 123 57.7
기  혼 90 42.3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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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근무처 서  울 174 81.7
지  방 39 18.3

고용형태 정규직 172 80.8
비정규직 41 19.2

근무형태 상근직 190 89.2
격일근무 16 07.5
3교대 7 03.3

병원의 규모 병  원 9 04.2
2차병원 67 31.5
3차병원 137 64.3

경력 10년 이하 151 70.9
11년 이상 62 29.1

이직경험 있  다 86 40.3
없  다 127 59.6

이직의도 있  다 57 26.8
없  다 156 73.2

표 4. 연구 대상자의 직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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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무만족도

  가. 일반적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전체 직무만족도는 270점 만점에 남자가 170.87점, 여자는 171.46점이었
고,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환경적요인에서는 여자가 
18.30점으로 남자 16.74점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심리적요
인 여자가 49.67점으로 남자 49.44점 보다 약간 높았으나 구조적요인에서는 
남자가 104.69점 여자 103.49점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연령에서는 30세 미만이 전체 만족도 173.56점 환경적요인 18.43점 심리
적요인 50.11점 구조적요인 105.03점으로 30세 이상 그룹보다 높았으며 환
경적요인, 전체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학력에서는 직무만족도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며, 급여에서 환경적요인은 급
여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전체 직
무만족도와 구조적요인에서는 급여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결혼 
상태에서는 환경적요인에서 미혼자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환경적요인에서 낮은 사람이 보람을 조금 더 
느끼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반대로 구조적요인 및 심리적
요인, 전체 직무만족도에서는 보람을 높게 느끼는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사명감이 높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구조적요인 및 
전체직무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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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환경적요인 심리적요인 구조적요인 전체 직무만족도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성 별 남  자 16.74 3.38 0.001 49.44 5.27 0.762 104.69 11.83  0.498 170.87 16.44 0.807 

여  자 18.30  2.70  　 49.67  4.21 　 103.49  11.77 　 171.46  14.84  　

연 령 30세 미만 18.43  3.15  0.001 50.11  4.85 0.092  105.03  11.10 0.417  173.56  14.95  0.028  

30세 이상 16.10  2.97  　 48.96  5.03 　 103.71  12.41 　 168.78  16.53  　

학 력 전문학사 17.08  3.14  0.620  48.92  5.12 0.112  103.58  10.25 0.389  169.58  14.24  0.216  

학사이상 17.30  3.37  　 50.01  4.81 　 104.98  12.98 　 172.30  17.24  　

직 책 평 방사선사 17.50  3.24  0.001  49.48  5.05 0.813  103.78  12.12 0.103  170.76  16.50  0.529  

선임 및 실장 15.53  2.90  　 49.69  4.60 　 107.47  9.32 　 172.69  12.44  　

급 여 200 - 250초과 18.08  3.24  0.001 49.15  5.44 0.428  103.63  11.12 0.140  170.86  16.22  0.890  

251 - 350초과 17.06  2.78  　 50.15  4.47 　 103.50  12.18 　 170.71  15.53  　

350만원 초과 15.08  3.18  　 49.36  4.45 　 107.72  12.61 　 172.15  16.30  　
결 혼 미  혼 17.88  3.10  0.000  49.77  5.01 0.362  103.51  11.55 0.236  171.16  15.65  0.902  

기  혼 16.28  3.28  　 49.14  4.92 　 105.47  12.10 　 170.89  16.44  　
보 람 높  다 14.28 2.58 0.42 50.99 4.89 0.018 106.75 12.16 0.005 172.02 16.19 0.004

낮  다 14.57 2.65 48.73 8.38 102.23 11.08 165.53 15.94
사명감 높  다 14.57 2.58 0.43 50.61 5.00 0.123 107.21 12.85 0.001 172.4 16.97 0.002

낮  다 14.29 2.65 49.13 8.33 101.94 10.22 165.3 15.08

표 5. 일반적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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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만족도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환경적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무시간에서는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근무형태에서는 상근직이 2교대 또는 3교대 보다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원의 규모가 3차병원인 경우
가 그 이하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구조적
요인 및 전체직무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경력이 1년 
- 10년 이하가 11년 이상 그룹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환경적요인 
및 전체직무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직경험의 유무
는 직무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직의도가 없는 사람이 이직의도
가 있는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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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환경적요인 심리적요인 구조적요인 전체 직무만족도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근무처 서  울 17.17 3.37 0.781 50.10 4.87 0.000 105.28 11.93  0.013 172.56 16.12 0.003 
지  방 17.33  2.78  　 46.85  4.56 100.13  10.33 164.31 13.37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이상 17.22  3.51  0.066  47.78  5.14 0.124  100.39 11.93 0.232  165.39 14.13 0.093 
40시간이상 17.32  2.96  　 49.90  5.00 　 105.02  11.64 　 172.24  15.96  　
50시간이상 16.84  4.96  　 47.74  4.13 　 103.16  12.67 　 167.74  16.28  　
60시간이상 12.33  3.21  　 48.67  4.16 　 96.00  12.12 　 157.00  13.11  　

고용형태 비정규직 16.69  3.11  0.000 49.37  5.01 0.408  104.35  12.35 0.966  170.42  16.50  0.239  
정규직 19.34  3.05  　 50.07  4.81 　 104.27  9.24 　 173.68  13.24  　

근무형태 상근직 17.32  3.30  0.362  49.58  5.11 0.763  104.61  11.49 0.196  171.51  15.93  0.226  
격일근무 16.38  2.66  　 48.63  3.65 　 99.50  15.85 　 164.50  18.52  　
3교대 16.30  3.47  　 49.60  4.22 　 106.90  9.10 　 172.80  9.69  　

병원의 규모 병  원 16.89 3.14 0.489　 49.67 4.47 0.192 104.22 8.04 0.019 170.78  11.42 0.015 
2차병원 16.84  2.88  　 48.60  4.59 101.04  11.12 166.48  14.48  
3차병원 17.40  3.45  　 49.94  5.15 105.96  12.05 173.30  16.48  

경  력 1년 - 10년 이하 17.83  3.05  0.000 49.75  5.10 0.269 104.66  12.18 0.532 172.25 16.47 0.087 
11년 이상 15.66  3.28  　 48.92  4.62 　 103.55  10.88 168.13  14.31  　

이직경험 있  다 17.00  2.97  0.459  49.59  5.25 0.836  105.23  11.86 0.364  171.83  16.63  0.558  
없  다 17.34  3.46  　 49.45  4.79 　 103.73  11.76 　 170.52  15.51  　

이직의도 있  다 17.65  3.53  0.227  47.44  5.14 0.000  99.37  11.40 0.001  164.46  16.11  0.001  

없  다 17.04  3.16  　 50.26  4.70 　 106.15  11.45 173.46  15.24  　

표 6.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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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

환경적요인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는 요인이 없었으며, 심리적요인에서는 조직체계에 대한 직무스트
레스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구조적요인에서는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
람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물리환경요인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낮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직무만족도에서는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물리
환경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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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환경적요인 심리적요인 구조적요인 전체 직무만족도

총 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총계 표준편차 p-value

직무요구 높  다 14.47 2.81 0.82 50.78 8.53 0.81 104.54 10.86 0.91 169.80 17.61 0.39

낮  다 14.39 2.46 49.10 5.41 104.36 13.00 167.80 15.32

직무자율성결여 높  다 14.39 2.69 49.50 5.65 0.45 102.90 11.35 0.52 167.50 15.57 0.26

낮  다 14.47 2.55 0.82 50.21 8.05 106.10 12.10 170.00 17.08

관계갈등 높  다 14.39 2.69 0.82 50.21 8.05 0.45 102.97 11.35 0.052 167.57 15.57 0.26

낮  다 14.47 2.55 49.50 5.65 106.13 12.10 170.09 17.08

직무불안정 높  다 14.16 2.43 0.23 49.15 4.89 0.24 100.64 11.94 0.00 163.95 15.88 0.00

낮  다 14.61 2.72 50.30 8.07 107.01 11.05 171.91 15.93

조직체계 높  다 14.46 2.48 0.84 48.35 4.82 0.01 101.50 10.95 0.00 164.30 14.62 0.00

낮  다 14.39 2.77 51.52 8.52 107.70 11.92 173.67 16.84

보상부적절 높  다 14.23 2.47 0.28 49.45 8.59 0.44 100.93 12.02 0.00 164.61 17.06 0.00

낮  다 14.61 2.74 50.19 5.07 107.66 10.70 172.46 17.06

직장문화 높  다 14.37 2.73 0.75 48.87 8.90 0.61 100.09 12.03 0.00 163.33 17.41 0.00

낮  다 14.48 2.52 50.66 4.65 108.14 10.31 173.28 13.90

물리환경 높  다 14.37 2.69 0.71 49.45 8.10 0.37 102.40 10.84 0.004 166.23 15.69 0.00

낮  다 14.50 2.53 50.32 5.22 107.01 12.53 171.83 16.71

표 7.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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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도 관련요인

환경적요인 및 심리적요인, 구조적요인과 전체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두고 일반적특성 및 직무특성, 직무스트레스, 보람, 사명감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가. 환경적요인

환경적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학사가 학사이상 그룹보다 업무만족도가 낮았으며, 평 방사선사 그룹이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룹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급여에서는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그룹의 환경적 직무만족도가 낮았다(표 8).

나. 심리적요인

심리적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전문학사가 학사이상 그룹보다 업
무만족도가 낮았으며, 사명감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심리적 직무만족
도가 높았다. 이직의도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심리적 직무만족도가 높
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는 직무불안정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또
한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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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적요인

구조적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사명감이 높은 사람이 만족도가 높
았으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는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직무불안정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관계갈등이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근무시간이 40시간인 사람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직의도가 없는 사
람의 만족도가 높았다(표 10).

라. 전체만족도

전체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사명감이 높은 사람이 직무만족도
가 높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에서는 보상부적절, 직무불안정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았으며, 직장문화 및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
향을 보였다. 이직의도가 있는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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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14.615* 0.000

일반적특성
성  별 남자  -0.855  -0.120 0.108

여자   0.000
연  령 30세 미만   0.909   0.139 0.179

30세 이상   0.000
학  력 학사이상   0.589   0.900 0.229

전문학사   0.000
직  책 선임 및 실장  -0.366 -0.040 0.637

평 방사선사   0.000
급  여 200 -  251미만 -2.344  0.935 0.013

251 - 350미만 -0.644  0.594 0.279
350초과  0.000

결  혼 기혼  0.556  0.632 0.380
미혼  0.000

보  람 높  다 -0.173 -0.099 0.276
낮  다  0.000

사명감 높  다  0.169 0.093 0.275
낮  다  0.000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높  다  0.183 0.035 0.632

낮  다  0.000
직무자율성결여 높  다 -0.265 -0.510 0.476

낮  다  0.000
관계갈등 높  다 -0.259 -0.049 0.513

낮  다  0.000
직무불안정 높  다  0.278 0.053 0.473

낮  다  0.000
조직체계 높  다 -0.138 -0.026 0.734

낮  다  0.000
보상부적절 높  다  0.017 0.003 0.967

낮  다  0.000
직장문화 높  다 -0.149 -0.028 0.687

낮  다  0.000
물리환경 높  다 -0.451 -0.086 0.246

낮  다  0.000

표 8. 환경적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설명력(R2)=0.207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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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14.615* 0.000
근무처 서울   0.355 0.042 0.588

지방   0.000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이상 -0.278 -0.038 0.773

40시간이상   0.323 0.040 0.742
50시간이상 -0.752 -0.114 0.372
60시간이상   0.000

고용형태 정규직 -1.131 -0.137 0.144
비정규직   0.000

근무형태 상근직   0.571 0.057 0.590
격일근무 -0.037 -0.003 0.978
3교대  0.000

병원의 규모 병  원 -1.462 -0.090 0.204
2차병원 -0.213 -0.030 0.691
3차병원  0.000

경  력 11년 이상  0.036 0.005 0.963
10년 이상 0.000

이직경험 없다 0.519 0.078 0.288
있다 0.000

이직의도 없다 -0.357 -0.049 0.504
있다 0.000

표 8. (계속)

- 설명력(R2)=0.207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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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47.683* 0.00

일반적특성
성  별 남  자 0.168 0.016 0.826

여  자 0.000
연  령 30세 미만 0.456 0.046 0.642

30세 이상 0.000
학  력 학사이상 1.783 0.179 0.013

전문학사 0.000
직  책 선임 및 실장 -0.289 -0.021 0.798

평 방사선사 0.000
급  여 200 - 251미만 -0.607 -0.047 0.655

251 - 350미만 0.398 0.037 0.645
350초과 0.000

결  혼 기  혼 -1.071 -0.107 0.244
미  혼 0.000

보  람 높  다 0.342 0.128 0.138
낮  다 0.000

사명감 높  다 0.540 0.195 0.017
낮  다 0.000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높  다 1.247 0.890 0.235

낮  다 0.000
직무자율성결여 높  다 0.791 0.570 0.440

낮  다 0.000
관계갈등 높  다 0.151 0.110 0.889

낮  다 0.000
직무불안정 높  다 -2.414 -0.173 0.024

낮  다 0.000
조직체계 높  다 0.315 0.023 0.778

낮  다 0.000
보상부적절 높  다 -1.586 -0.114 0.154

낮  다 0.000
직장문화 높  다 -0.933 -0.670 0.359

낮  다 0.000
물리환경 높  다 0.727 0.052 0.495

낮  다 0.000

표 9. 심리적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설명력(R2)=0.158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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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47.683* 0.00

근무처
서  울   2.617   0.204 0.006
지  방   0.000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이상 -1.838 -0.163 0.191
40시간이상 -0.566 -0.047 0.691
50시간이상 -1.416 -0.141 0.248
60시간이상   0.000

고용형태
정규직   0.201   0.016 0.857
비정규직   0.000

근무형태
상근직 -0.065 -0.004 0.966
격일근무   1.539   0.082 0.439
3교대   0.000

병원의 규모
병원   0.435   0.018 0.794
2차병원 -0.304 -0.028 0.695
3차병원   0.000

경  력
11년 이상 -0.087 -0.008 0.939
10년 이상   0.000

이직경험
없다 -0.511 -0.051 0.471
있다   0.000

이직의도
없다   1.915   0.171 0.014
있다   0.000

 표 9. (계속)

- 설명력(R2)=0.158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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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127.77* 0.00

일반적특성
성  별 남  자  0.832   0.032 0.611

여  자  0.000
연  령 30세 미만  0.846   0.036 0.685

30세 이상  0.000
학  력 학사이상  0.990   0.042 0.512

전문학사  0.000
직  책 선임 및 실장 -1.703 -0.052 0.477

평 방사선사  0.000
급  여 200 - 251미만  1.181   0.039 0.683

251 - 350미만 -3.048 -0.121 0.098
350초과  0.000

결  혼 기  혼  1.634   0.069 0.403
미  혼  0.000

보  람 높  다  0.022   0.003 0.965
낮  다  0.000

사명감 높  다  1.403   0.213 0.004
낮  다  0.000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높  다 -0.77 -0.480 0.961

낮  다  0.000
직무자율성결여 높  다 -0.531 -0.022 0.731

낮  다  0.000
관계갈등 높  다 -3.108 -0.129 0.058

낮  다  0.000
직무불안정 높  다 -3.169 -0.134 0.049

낮  다   0.000
조직체계 높  다 -2.520 -0.107 0.136

낮  다   0.000
보상부적절 높  다 -4.837 -0.205 0.004

낮  다   0.000
직장문화 높  다 -3.019 -0.127 0.050

낮  다   0.000
물리환경 높  다 -2.423 -0.102 0.132

낮  다   0.000

표 10. 구조적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설명력(R2)=0.334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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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127.77* 0.00
근무처 서  울 1.892 0.062 0.350

지  방 0.000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이상 1.092 0.041 0.714

40시간이상 6.156 0.213 0.043
50시간이상 2.473 0.104 0.342
60시간이상 0.000

고용형태 정규직 3.912 0.131 0.102
비정규직 0.000

근무형태 상근직 0.577 0.016 0.860
격일근무 0.886 0.020 0.834
3교대 0.000

병원의 규모 병  원 2.853 0.049 0.421

2차병원 -0.921 -0.036 0.577
3차병원 0.000

경  력 11년 이상 -3.776 -0.146 0.118
10년 이상 0.000

이직경험 없  다 -2.921 -0.122 0.054
있  다 0.000

이직의도 없  다 4.732 0.178 0.005
있  다 0.000

표 10. (계속)

- 설명력(R2)=0.334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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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190.07* 0.00

일반적특성
성  별 남  자 0.146 0.004 0.948

여  자 0.000
연  령 30세 미만 2.211 0.069 0.439

30세 이상 0.000
학  력 학사이상 3.363 0.105 0.105

전문학사 0.000
직  책 선임 및 실장 -2.358 -0.053 0.472

평 방사선사 0.000
급  여 200 - 251미만 -1.770 -0.043 0.655

251 - 350미만 -3.295 -0.097 0.191
350초과 0.000

결  혼 기  혼 1.119 0.035 0675
미  혼 0.000

보  람 높  다 0.190 0.022 0.776
낮  다 0.000

사명감 높  다 2.112 0.238 0.001
낮  다 0.000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높  다 1.353 0.041 0.57

낮  다 0.000
직무자율성결여 높  다 -0.005 0.000 0.998

낮  다 0.000
관계갈등 높  다 -3.216 -0.97 0.168

낮  다 0.000
직무불안정 높  다 -5.305 -0.162 0.021

낮  다 0.000
조직체계 높  다 -2.343 -0.072 0.329

낮  다 0.000
보상부적절 높  다 -6.407 -0.196 0.008

낮  다 0.000
직장문화 높  다 -4.101 -0.125 0.061

낮  다 0.000
물리환경 높  다 -2.148 -0.065 0.114

낮  다 0.000

표 11. 전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설명력(R2)=0.296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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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β p-value
구  분 190.07* 0.00
근무처 서울 4.863 0.118 0.080

지방 0.000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이상 -1.024 -0.028 0.802

40시간이상 5.912 0.152 0.155
50시간이상 0.305 0.009 0.932
60시간이상 0.000

고용형태 정규직 2.983 0.074 0.361
비정규직 0.000

근무형태
상근직 1.083 0.022 0.809
격일근무 2.389 0.040 0.680
3교대 0.000

병원의 규모
병원 1.826 0.023 0.707
2차병원 -1.438 -0.042 0.524
3차병원 0.000

경  력 11년 이상 -3.827 -0.109 0.246
10년 이상 0.000

이직경험 없다 -2.913 -0.090 0.159
있다 0.000

이직의도 없다 6.289 0.175 0.006
있다 0.000

 표 11 (계속)

- 설명력(R2)=0.296
- * : 절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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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보건의료직에서 주요 전문직 중 하나인 방사선사는 질병의 진단 및 시술, 
치료의 진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 전 후로 거쳐야 하는 곳이 영상의학과이다. 이는 곧 병원에서 빈번하게 
방사선사와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환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
과 치료를 위해서는 방사선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만족도
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
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 22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이며 일반적
특성 및 직무특성 및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일반적특성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는 환경적요인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연령이 낮은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일반적 요인 및 전체 직무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인 강성욱(2011)의 연구의 환
경적요인을 제외하고 일치하였다. 하지만 여진동(2010)과 Herzberg(1959) 
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람과 사명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만족도와 직업적 소명감에 대한 연구는 방사선사 
및 다른 의료기술직, 의료인의 연구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만큼 직업적 
소명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표 4).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이 직무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연구한 강영한(2004)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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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일치하였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차이는 거의 없지만 복지 및 보
수의 차이, 고용 불안정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무처가 서울에 있는 그룹, 3차 병원 근무자, 경력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없는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표 5).

직무스트레스는 환경적요인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는 요인이 없었으며, 심리적요인에서는 조직체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구조적요인에서는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
람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물리환경요인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낮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체 직무만족도에서는 직무불안정, 조직체
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물리환경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직무만
족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하위영역별로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환경적 변수에 있어서는 여성, 연령이 
어릴수록, 경력이 낮을수록, 직책이 없는 경우, 급여가 낮은 경우, 미혼인 경
우, 정규직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강성욱(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이 32.6세 인 것을 감안해야 하며, 최근 여성 방사선사의 
증가와 꾸준한 학교의 증가로 인한 방사선사의 증가로 방사선사의 평균연령
이 낮아졌기 때문이고 기혼 보다는 미혼이 직무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기혼자
보다 미혼자가 좀 더 자유롭게 다른 직원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친
밀함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표 9).

심리적요인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처가 서울에 있는 경우,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경우, 이직의도가 없는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심리적 안정
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고, 이는 김진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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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심리적요인에 작용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으로는 직무불안정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방사선
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의 차별도 심할 뿐 아니라 정규직이 될 
기회도 적기 때문이라 생각한다(표 10).

구조적 변수에 있어서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사명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없는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 직업적 소명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
명감의 경우, 본인의 직업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업
무 수행 시 타 직종 및 동료에게 인정을 받는 경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며, 직무스트레스를 낮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체계 및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한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한 신
용수(1999)의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업무에 대한 긍지 및 정당한 보수 등이 
유지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한 것과 연구결과가 동일하였다(표 11).

이들을 합친 전체 직무만족도에서는 이직의도가 없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
았고 이는 여진동(2010)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사명감이 높은 사람의 직무
만족도가 높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요인에서는 보상부적절,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았고,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사선사의 현실을 반영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선사는 취업이 굉장히 힘든 직업중 하나이다. 처우가 좋은 병
원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으며, 이들 병원에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한 이직이 거의 없고,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정규직으
로 취업하더라도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기존의 서열을 지키기 위한 분위기가  
대부분의 종합병원에 형성되어 있다. 즉 병원에 들어간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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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경력이 없는 방사선사보다도 후임직원이 되는 특유의 방사선사만의 직장
문화 때문에 보상부적절 및 직무불안정요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
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하며, 방사선사의 취업
문제 및 특유의 직장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의 제한점은 기존의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의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대부분이고, 주로 큰 병원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핵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들은 전혀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전국으로 그리고 전체 방사선사를 대변한
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진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도 방사선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령이 높은 사람의 수에 비해 연령이 낮은 사람의 수가 편중
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의 직무만족 및 직업적 소명감을 조사하기 위한 변인들을 포함시켜 
좀 더 포괄적인 직무만족도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방사선사 고유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조사이기 보
다는 보편적으로 직무만족도에 일부 영향을 주는 요인만을 조사하였기 때문
에 실제 방사선사들이 임상에서 느끼는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특성 및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스
트레스를 구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만을 조사하였기 때
문에 좀 더 세분화된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적특성 및 직무특성에 대
한 직무스트레스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
무불안정과 보상부적절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사명감을 높이고 이직의
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방사선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관련된 조직문
화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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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방사선사와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구명하
기 위해 수행하였고, 총 250명을 대상으로 전국 20개 병원에 근무하고 있
는 방사선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였고 22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
답이 불성실한 10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13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환경적요인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 급여가 200-251만원을 받는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았다.
  심리적요인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기분석을 한 결과 학사 이상인 그룹
이 전문학사 그룹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사명감이 높고, 근무처가 서
울에 위치해 있으며 이직의도가 없는 사람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직
무스트레스 직무불안정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구조적요인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중회기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이직의도가 
없고 사명감이 높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
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보면, 직장문화 
및 보상부적절, 직무불안정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고, 
관계갈등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직무만족도에서는 사명감이 높고, 이직의도가 없는 경우에 직무만족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근무처가 서울인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보면, 직장문화의 스트레스
가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직무불안정 및 보상부적절 
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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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노력하
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며, 직무불안정요인 및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춘다면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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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에 재학 중입
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방사선사들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
성된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입니
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게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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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방사선사 직무만족도를 위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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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적특성에 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시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            )

 2. 연령 (만    )세
 

 3. 학력 
   ㅁ 1) 전문학사    ㅁ 2) 학사   ㅁ 3) 석사    ㅁ 4) 박사
 4. 직책
   ㅁ 1) 평 방사선사 ㅁ 2) 책임방사선사 ㅁ 3) 실장
          
 5. 급여
    ㅁ 1) 월200 만원 미만  ㅁ 2) 월200만원 – 250만원 
    ㅁ 3) 월250 만원 – 300만원 ㅁ 4) 월300만원 – 350만원  
    ㅁ 5) 월350 만원 이상
         
 6. 결혼
    ㅁ 1) 미혼           ㅁ 2) 기혼           ㅁ 3) 이혼. 사별

 7.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ㅁ 1) CT      ㅁ 2) 일반촬영   ㅁ 3) 투시    ㅁ 4) MRI 
    ㅁ 5) 초음파  ㅁ 6) 혈관조영   ㅁ 7) 방사선종양학과

선생님께서 평소 느끼신 생각에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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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근무하시면 어느 파트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ㅁ 1) 모의치료실  ㅁ 2) 공작실   ㅁ 3) 전산화기획실    
    ㅁ 4) 근접치료실 ㅁ 5) 선형가속기실  ㅁ 6) 다중선택 
 
 9. 근무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ㅁ 1) 서울     ㅁ 2) 경기도  ㅁ 3) 강원도 ㅁ 4) 충청도
     ㅁ 5) 경상도   ㅁ 6) 전라도
  
 10.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ㅁ 1) 10명 이상 ㅁ 2) 30명 이상 ㅁ 3) 50명 이상 
     ㅁ 4) 70명 이상 ㅁ 5) 100명 이상
  
 11. 주당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ㅁ 1) 30시간 이상 ㅁ 2) 40시간 이상 
     ㅁ 3) 50시간 이상 ㅁ 4) 60시간 이상

 12. 귀하의 고용형태는?
     ㅁ 1) 정규직          ㅁ 2) 비정규직
        
 13.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ㅁ 1) 상근직           ㅁ 2) 격일 근무제          ㅁ 3) 3교대
  
 14. 근무하고 계신 병원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ㅁ 1) 의원 ㅁ 2) 병원 급 ㅁ 3) 2차 의료기관 ㅁ 4) 3차 의료기관
     
 15. 함께 근무하고 계신 직원은 몇 명입니까?(전체)
     ㅁ 1) 10명  ㅁ 2) 20명 이상  ㅁ 3) 50명 이상  ㅁ 4)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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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6. 현재 직종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ㅁ 1) 1년 -5년 이하 ㅁ 2) 6년 - 10년 이하 ㅁ 3) 11년 - 15년 이하 
     ㅁ 4) 16년 - 20년 이하 ㅁ 5) 20년 초과
 
 17. 근무처를 옮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ㅁ 1) 있다         ㅁ 2) 없다 

 18. 근무처를 옮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ㅁ 1) 있다        ㅁ 2) 없다 

 19. 방사선사로서 사명감을 느끼면서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0. 반복적으로 같은 환자가 방문한다.
     ㅁ 1) 전혀 그렇지 않다. ㅁ 2) 그렇지 않다. ㅁ 3) 보통이다. 
     ㅁ 4) 그렇다. ㅁ 5) 매우 그렇다 
 
 21.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2. 내원하던 환자의 치료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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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3. 나는 방사선과에 근무하는데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4. 나는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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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2.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3.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4.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5.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6.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
   다.
7.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다.
8.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9.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0.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1.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12.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 하다.
13.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
    리적이다.
15.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
16.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
    다.
17.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18.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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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을 받고 있다.
19.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20.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1.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22.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23.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24.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25.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26. 내 일은 위험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27.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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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직무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목 - 외부항목 및 심리적 요소
전 혀 
그 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외부취업기회

1. 이 직장을 떠나도 취업 가능한 직장이 충분하
   다
2. 외부에서 현재보다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
   다.
3. 현재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울 것이
   다.

외부인적지원

4. 내 가족들은 내 직장과 관련하여 나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
5. 내 직장과 관련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에
   게 의지 할 수 있다.
6. 다른 가족들이 수입이 있어 나는 경제적인 
   문제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기대충족도

7. 현 직장은 내가 처음 입사하던 당시에 가졌던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8.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좋다.
9. 전반적으로 현 직장은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

성장욕구
10. 나는 업무수행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 싶다.
11. 나는 비교적 어렵고 도전적인 업무를 
    좋아한다.
12. 이 직업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 나가고 싶다.

자아효능감

13. 나는 현재 업무수행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14. 내게 주어진 업무는 모두 내 능력으로 처리
    가 가능하다.
15. 나는 내 능력과 지식을 동료들과 비교할 때 
    대등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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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심성
16. 나는 내 생활을 활기차게 이끌어 가고자 한

다.
17. 내 미래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18. 나는 재미있는 순간들이 거의 매일같이 있
    다.

부정적 심성

19. 때때로 사소한 실패로 인해 좌절되기도 한
    다.
20. 나는 미래의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21. 나는 하루 종일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날들
    이 있다.

항목 - 직무환경
전 혀 
그 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직무에서의
 권한

22. 내 업무일정이나 수행절차는 내가 조정할 수 
    있다.
23. 나는 내 업무목표를 바꿀 수 있다.
24. 나는 내 직무에 관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직무의 적합도

25. 나의 업무는 내 관심분야이거나 해보고 싶었
    던 분야이다.
26. 나의 업무는 전공분야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27. 나의 업무는 새로운 지식을 상당히 획득해야
    만 수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직무의 다양성
28. 현 부서에서 나는 다양성 있는 일을 한다.
29. 내 업무는 반복적이다.
30. 나의 업무는 단순하고 지루하다.

직무의 중요도

31. 나의 일은 조직의 주요 관심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32. 나의 일은 조직의 핵심적인 과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33. 나의 일은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매
    우 중요하다.

직무량 34. 내 업무를 완수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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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나의 업무 부담은 크지 않다.
36. 나의 과다한 업무로 자주 피로를 느낀다.

근무조건

37.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의 지원
    을 받는다.
38. 나의 근무를 위한 제반 환경은 업무수행을
    위해 적합하다.
39. 나는 업무수행 중 신체적 상해의 위험을 
    받는다.

전 혀 
그 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직업의 안정성
40. 부서 내 인력감축이 있을 것 같아 압박감을 
    받는다.
41. 내가 원하는 한 이 병원에서 계속 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2. 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

보수

43. 나는 업무수행에 합당한 임금 및 보상을 받
    고 있다.
44. 나는 직장에서 나의 기술가치에 적합한 보상
    을 받고 있다.
45. 타 병원과 비교하여 현재 받는 급여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인적자원

46. 나의 부서 내 동료관계나 상하관계는 원만하
    다.
47. 업무 내외적 문제 등에 대해 직장 동료들과 
    자주 상의한다.
48. 업무 개인적인 일로 내 상사에게 의지할 수 
    있다.

성장기회

49. 병원은 나에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취시킨다.
50. 나는 직장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 받는다.
51. 내 직장은 나의 전공분야의 신지식과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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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
    다.

승진기회
52. 현 직장은 승진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53. 현 병원의 승진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다.
54. 병원에서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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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Radiographer

Sang Deok Chu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to offer radiographer who 
registered to the Korean Association of Radiographers as a basic material 
promote job satisfaction and lower occupational stress. 

A total of 213 radiographer were survey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105 questionnaires consi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job 
satisfaction was categorized into 3 sub-scales; psychological variables, 
environmental variables, and structural variables. The occupatio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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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ategorized into 8 sub-scales;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and occupational climate. All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18 for Windo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Job satisfaction in psychological variables of radiographer was higher 

in the radiographers who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 work in seoul, 
have a high sense of mission, don't have job leaving attitude, have a 
lower job insecurity.

2. Job satisfaction in environmental variables of radiographer was higher 
in th radiographers who get lower salary.

3. Job satisfaction in structural variables of radiographer was higher in 
th radiographers who have a high sense of mission, don't have job leaving 
attitude, have a lower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and 
occupational climate.

4. Job satisfaction of radiographer was higher in th radiographers who 
don't have job leaving attitude, have a high sense of mission, have a 
lower lack of reward, and occupational climate. 

In conclusion, results suggest that occupational stress play an active  
role in decreasing job satisfaction of radiographer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it is required to reduce job insecurity and lack of reward and 
job leaving attitude and to have high sense of mission and to set up the 
system for reward and personnel management
Key Words : Job satisfaction,  Occupational stress, Psychological variables, Environmental 
             variables, Structural vari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