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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보건간호사의 사기 및 관련요인분석

본 연구는 보건간호사에 대한 사기정도를 파악하고 사기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3년 12월 8일부

터 12월 18일까지 약 10일간 경기도 39개 보건소 중 예비조사에 응한 안산

시 보건소를 제외한 38개 보건소에 근무중인 339명의 간호직 공무원 중  

간호직 공무원 경력이 1년 이상인 보건간호사 12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고 최종 분석된  105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분석율은 82.0%이 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 고,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도구는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13문항과  사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52문항으로서 

총 65문항이었으며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연령은 31세∼40세가 65.8%, 41세 이상이 29.4%, 30세 

이하가 4.8%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31∼40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83.8%로 나타났으며 미혼이 13.3%, 이혼이 2.9%로 대부분이 기혼으

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61.0%로서 제일 많았으며, 근무경력

은 10∼14년 34.3%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7급 64.4%로 대부분을 차지

하 다. 병․의원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율은 74.2%, 담당업무는 가족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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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라고 응답한 율이 32.4%, 보건간호사를 선택한 동기로는 ‘병원과 다른 

규칙적인 출․퇴근 때문에’가 49.5%로 나타났다. 보건행정교육을 받은 경

험에서는 ‘있다’가 31.4%로 ‘없다’라고 응답한 율 68.6%보다 낮았으나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90.0%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

둘째, 사기요인별 사기정도를 알아본 결과 총 평점은 5점 만점에 3.02점

으로 보건간호사의 사기는 보통(3점)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보면 

직무만족 3.55, 소속감 3.39, 신분보장 3.33, 인정감 3.28, 자아실현 3.21, 참

여도 3.15, 감독 3.01, 직무요인 3.07, 보수 2.93, 근무조건 2.71, 근무평정 

2.34, 승진 2.2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최종학력, 근무경력, 담당업무, 선택 동기, 주민인구수, 보건행정교육여

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결혼상태, 직급, 병․의원

경력, 간호사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보건간호사의 사기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을 서술하는 문항

에서는  승진, 직렬제도개선, 근무환경, 보수, 근무평정제도 순으로 조사되

었다.

다섯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사기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이 고졸인 군에서, 병․의원 경력이 있는 군에서 직급이 높

은 군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군보다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을 담당하

는 군에서, 보건행정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군에서 대체적으로 사기정

도가 높은 쪽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섯째, 사기정도를 분석해본 결과가 사기정도가 낮은 요인으로는 승진, 

근무평정, 근무조건, 보수 순이 으며 이 요인이 보건간호사의 사기를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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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사기정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보건간호사들은 보건소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직무

만족과 소속감에서 높은 사기정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

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간호직은 진료 보조, 주사 놓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승진 할 수 있는 보직을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건간호사의 다양한 자격증 소지와 보건행정교육을 받았을 때의 

사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건강증진 업무와  

방문보건업무를 담당했을 때 사기정도가 높았으므로 간호직도 보건․복지

와 관련된 타부서에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한다.

근무평정은 승진에 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평정요소를 객관성과 타당

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하며, 직렬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차별화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무조건에서는 전문직 인력을 확대하고, 간호직 공무원에게도 정기적

으로 보건행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보수에서

는 전문직들 간의 수당에서의 차별화를 줄여 보건간호사의 사기증진을 위

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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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도 과거의 질병예방 및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태에서 차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5년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

으로 개정되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1995년 건강증진법과 1998년 정

신보건법 제정으로 국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제도적으로 

조성하게 되었고 1991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방문보건사업도 세부분야별 

사업위주에서 포괄적인 간호사업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기본적인 서비스 외

에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관리를 위한 성인병 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노인보건, 건강검진 등이 신규 서비스로 추가되어 보건 간호사들에게 전문

인력으로서 확대된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이광숙,2000).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 의료조직을 보면 시․군․구에는 보건소, 읍․

면에서는 보건지소가, 리(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 되고 있다.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중심인 보건소가 243개소이며, 보건 

분야 간호 인력이 총5,309명 중 보건소 간호인력 2,888명, 보건지소 405명, 

보건진료소 1,804명, 기타 106명이 근무하고 있다(보건간호사외 정기대의원

총회 및 관리자교육,2001). 

이와 같이 보건기관 관련 공무원 중 간호직 공무원은 전체 인력의23.3%

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자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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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권동연,2001).

보건소 조직의 인력구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인 보건간호

사는 지역사회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공중 보건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보건의료인력의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권동연,2001).

이러한 보건간호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

구는 제한적이나마 시도되고 있으나 보건간호사의 사기를 주제로 한 연구

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보건간호사의 사기에 관한 권

동연(2001)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기정도가 낮은 요인으로 승진, 근무조건, 

보수, 신분보장으로 나타났고,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순옥

(1995)의 연구에서는 직무요인 중 “자율성”의 요인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승진”의 요인에서는 가장 불만족스럽게 나타났고, 김 숙

(1998)의 연구에서는 “보건행정”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 “자율성”순으로 

만족도가 크다고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직급 및 승진의 

기회”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문적 업무수행에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으

나 인사관리분야인 “승진”의 요인에서는 가장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무불만족에 관한 문제는 보건간호사 개인의 사기뿐 아니라 

보건간호사 전체의 사기와 직결된다. 보건간호사가 보건행정조직의 일원으

로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부합시켜 업무성과를 올리고 장기근무를 

통해 안정된 전문직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려면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근무조건 개선과 개인적인 만족을 갖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사기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전문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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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기반으로 한 간호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미령,1998).

이에 본 연구자는 보건간호사의 사기정도와 이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

고 사기증진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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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간호사의 사기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

건간호사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보다 나은 사기증진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기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보건간호사

   개인, 가족, 집단과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환관

리 및 간호, 질병, 재해/상해(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모두 수행하는 인력

으로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다(김모임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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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

사전적 정의는 ‘싸우려 하는 병사들의 씩씩한 기개’ 또는 ‘사람들이 일

을 이룩하려는 기개’(동아 새 국어사전, 1990)이며, White(1995)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자발적으로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정신상태 또는 심리

상태”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간호사들이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

세,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 등 전력을 다하는 정신상태 또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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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기

1) 사기의 개념 

사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나 사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규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기를 개인, 집단, 전체사회라는  

세 가지의 변수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념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적 성격에서 김기태(1999)에 의하면 사기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하는 근무의욕’이라고 규정하 고, White 

(1974)에 의하면 ‘사기란 인간이 스스로 택한 역에 있어서의 직무나 업적

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타나는 지적 내지는 도덕적 만족감 때문에 자기의 

직무에 자발적으로 전력을 경주하는 일종의 심리상태’라고 정의하 다.  

집단적 성격으로는 Leighton(1947)은 ‘사기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힘을 합칠 수 있는 집단의 능력’으로 정의하여 사

기는 자신의 직무 뿐 아니라 집단 전체의 목표달성에 공헌해야 한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성격으로 ‘사기는 자기직무에 대한 사회성을 지

녀야만 발로되는 심리적 상태이다’라고 하고 또한 White(1955)가 ‘자신의 

직무나 업적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타나는 지적 내지 도덕적 만족감’을 강

조하여 사기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정의하 다(김기태, 1999).

종합하여 보면, 사기란 개인 중심적 사기의 개념과 집단 중심적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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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기라는 개념을 관찰하는 각도가 어디냐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을 뿐 개념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다. 즉,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조직 속에서 서로 교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개인의 욕구

충족과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수행하려는 정신상태와 심리적인 

상태로 근무 수행 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사기의 결정요인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상황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사기요인의 복잡성과 상황

적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사기요인을 열거할 때는 조직생활의 전 

국면을 간추려 균형 있게 포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기의 결정요인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lippo(1980) 는 사기요인으로서 ①보수, ②신분의 안정, ③마음에 맞고 

안전하며 매력적인 작업환경, ④직무성취에 대한 안정, ⑤의미 있는 직무, 

⑥발전의 기회, ⑦편안하고 안전하며 매력적인 작업환경, ⑧유능하고 공정

한 지도자, ⑨온당한 명령과 지시, ⑩조직의 사회적 지위 등을 들고 있다.

Seberhagen(1970)은 미국의 한 시 정부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 중간

관리층 공무원의 사기를 조사하면서 11개의 사기요인을 구성하 다. 그가 

설명한 사기요인은 ①직업성취도, ②동료, ③직무자체, ④인정, ⑤책임,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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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의 안정, ⑦인간관계, ⑧감독, ⑨작업환경, ⑩정책, ⑪발전 등이다.

Newstrom(1975)과 그의 동료들은 ①자기표현의 기회, ②작업환경, ③보

수, ④간접적인 경제적 편익, ⑤신분보장, ⑥자율성, ⑦대인관계, ⑧자긍심

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사기요인으로 열거하 다.

Herzberg(1968)는 2요인 이론을 전개하면서 직무자체가 사람들에게 만

족감을 주는 동기요인이 되며 직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은 불만족을 야기

시키는 위생요인이라 하 다. 동기요인은 직무상 성취, 인정, 작업자체, 책

임 등이며, 위생요인은 조직의 정책, 보수, 상관과의 인간관계, 작업조건, 

동료와의 대인관계 등으로 사기요인을 열거하 다.

박연호(1984)의 인간관계론에서 보면 ①보수, ②담당직무, ③신분의 안

정, ④동료집단과의 인간관계, ⑤근무여건, ⑥감독자의 성격, ⑦조직의 방침

과 대 사회적인 지위, ⑧발전의 기회와 사기요인을 구성하는 심리적 요인

으로 인정감, 성공감, 귀속감 및 안정감 등을 제시하 다.

박동서(1994)의 인사행정론에서는 ①물직적 경제적 요인, ②인간관계(사

회심리적 요인)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전자의 것으로 보수 및 연금을 들

고, 후자의 것으로 개인의 가치안정과 칭찬, 성공감, 안전감, 참여의식, 귀

속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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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에 대한 제 이론

사기(morale)란 일하려는 동기(motivation to work) 직무수행 동기나 근

무의욕, 태도이며(강봉길, 2000), 동기부여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internal 

conditon)의 움직임과 관련된다. 이것은 개인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요소로써 개인의 욕구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인적 욕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을 찾아 최적화 하는 것이 사기앙양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1) 욕구 충족 이론

사기의 수준은 특정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무분야 

및 조직에 대한 사회의 평가, 조직 내의 근무조건, 인간관계 등 복합적 요

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인간의 개인적인 기본적 욕구가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기본적 욕구에 대한 Maslow의 인간욕구단계론에 관하여 고찰하

고자 한다.

                                        

①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

Maslow는 인간욕구단계론(Theories of hierarchy of human needs)이라

는 명제하에서 이론적인 모형을 설정하 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

계로 구분하여 이론을 전개하 는데 다섯 가지의 기본적 욕구는 생리적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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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phygiological needs), 안전 욕구(safety needs), 애정 욕구(love needs), 

존경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이다.

첫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는 욕구체계의 최하위에 위치하

며 의․식․주를 포함하여 생을 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욕

구인 것이다.

둘째, 안전 욕구(safety needs)는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나

타나는 욕구로서 육체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안전, 질서, 예측 가

능한 환경의 선호 등을 뜻한다.

셋째, 애정 욕구(love needs)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적당히 충

족되어지고 나면 나타나는 욕구로서 2차적 욕구(secondary needs)라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동료집단과 소속감을 가지고 그

들과 함께 우의와 애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넷째, 존경 욕구(esteem needs)라 함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중요하다

고 느낄 뿐만 아니라 타인들 앞에서 성취 또는 성공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다섯째,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는 인간욕구체계의 정점

에 위치하는 욕구로서 한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성취하려는 

것을 말한다(임창모, 1998)

Maslow의 다섯 단계 이론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

가 나타나고 그것까지 충족되면 그 다음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순

차적으로 다른 욕구가 발로되는데 궁극적으로 발로되는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그러나 그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

구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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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적으로 부각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무엇

인가를 원하는 동물이며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요구의 강도는 약해지고 

일단 충족된 욕구는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의 핵심사항이다.

이상의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설을 요약하면 <표 1>와 같다.

<표 1> Maslow의 개인의 기본 욕구에 대한 욕구 단계의 재정의

자아실현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최 상위 욕구로서 가장 창조적인   

 경지까지 자신을 성장 성숙시키고  

 능력을 발휘하려는 욕구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존경, 명예, 인정, 확신의 욕구

애정의 욕구(love needs)
 사랑, 소속감, 타인과의 관계 

 유지 욕구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안전, 안정, 보호에 대한 욕구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인간 욕구의 기본, 육체적, 생물적 

 기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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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slow의 기본적 욕구 유형별 사기 관련 요인

사기결정 요인에 대하여 Maslow의 욕구 5단계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이 분류하 다.

 (1) 생리적 욕구면에서 사기 관련 요인

생리적 욕구면에서의 사기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보수 및 후생

복지를 들 수 있다.

가.  보수

보수란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얻는 근무의 대가이고 근무의 반대급부로 

지급 받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보수는 공무원의 생계와 활동에 직결되

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행정능률 또는 사기와 깊은 관련

이 있으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보수 수준은 공무원에게 민주적 공복으로

서의 근무자세를 기대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인정되고 있다(유동해,1982)

나.  후생복지

후생복지는 안정적인 개인 생활을 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

하여 개인의 건강, 여가, 정신건강, 건전한 가정 및 사회생활 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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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인도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오석홍,1971).

(2) 안전 욕구면에서 사기 관련 요인

안전 욕구면에서의 사기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신분보장, 퇴직

금 ․연금, 근무환경을 들 수 있다.

가.  신분보장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무의욕과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 기회가 적은 곳에서는 공무원의 신

분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하겠다(최창호,1976).

나.  퇴직금․연금

후생복지제도 가운데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

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직업 공무원제

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상대적 장점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퇴직금․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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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의문,2002).

다. 근무환경

근무환경이란 근무장소의 환기, 냉난방, 조명, 전산화, 청결 상태, 후생

복지 시설의 구비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주변의 환경적 요

인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근무환경은 공무원 사기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의문,2002).

(3) 사회적 욕구면에서 사기 관련 요인 

사회적 욕구면에서 사기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간관계, 참여

를 들 수 있다.

가.  인간관계

인간관계라는 용어는 오늘날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대별

하여 보면 통속적 의미와 학문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통속적 의미의 인간관계인 인간과 인간의 일정한 심리적 관계, 대인관계, 

인화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관계란 집단성원 상호간에 일

어나는 작용과 반작용 또는 견인과 배척의 심리적․감성적 흐름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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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이때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언행과 교양, 태도에 중점을 둔다. 

조직 내의 인간관계는 직장동료 상호간의 관계 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

계가 사기진작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한재희,1997). 

보건소에는 여러 직렬이 모여 협력을 이루어야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다

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상․하급자의 관계뿐 아니라 타 직종간

의 인정감을 조사하여 사기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  참여

조직의 구성원은 누구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의견이 조

직의 운 에 반 되기를 바라며, 상사가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줄 때 조

직의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가 진전된다고 할 수 있다(이의일,1985)

(4) 존경의 욕구면에서 사기 관련 요인

존경의 욕구면에서 사기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근무평정, 포상

제도를 들 수 있다.

가.  근무평정

근무평정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근무성적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결과는 보수, 승진, 배치전환, 교육훈련 등의 인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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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반 된다. 근무성적 평정은 감독자와 부하간의 의사전달 및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근무평정은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무평정은 공무원의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의문,2002).

나.  포상제도

포상제도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개선에 관하여 창의적 의견을 제

안하도록 하여 그것을 심사하고 채택하여 제안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의

미한다. 일반 공무원과 관리자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의사전달의 기

능을 수행함으로서 민주적 관리의 일환이 된다. 그러므로 포상제도는 공무

원의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의문,2002).

(5) 자아실현 욕구면에서 사기 관련 요인

자아실현 욕구면에서 사기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승진, 교육훈

련, 직무요인을 들 수 있다.

가.  승진

승진이 행정조직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향은 매우 중요

하다. 능률적으로 근무해 온 사람을 승진시켜 그 노력을 보상하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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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근무의욕에 자극을 받을 것이며, 승진에 필요

한 자격을 구비하려고 자기발전에 힘쓰게 될 것이다. 또한 승진기회의 확

대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된 인력체제를 형성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승진제도는 공무원의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교육 훈련

교육훈련이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

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인사 기능이라 할 

수 있다(김성식,1993). 교육훈련은 다른 인사활동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이나 내용은 보직이동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훈련은 성적이 승진에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법

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인력의 능력 발전을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

의문,2002).

본 연구대상은 간호사이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업무는 행정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행

정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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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요인

공정성이 결여된 학연․지연․개인적인 관계의 친분 정도에 의한 공무

원 배치전환은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김경세, 1994).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전환은 조직에 대한 신뢰감과 

자부심, 개인의 능력발전 등에 기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직무배분은 공무원의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내용의 적합성 정도, 직무량의 적정성, 책임성과 전문성, 

소진정도, 창의성 기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사하여 

사기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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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김 숙(1998)은 ‘보건간호사와 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도 비교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표현된 것은 ‘승진 및 직급’으로 승진

기회 역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지역주민과

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미진

(1997)의 ‘방문간호사 직무만족도’에서는 ‘전문적 위치’ 역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가장 낮은 항목은 ‘관련 인력과의 관계’ ‘행정’ 항목이 다. 권동연

(2001)의 ‘보건간호사의 사기진작에 관한 연구’에서는 승진, 근무조건, 보

수, 신분보장이 사기저하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직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경래(1999)의 사기진

작 방안 연구에서는 보수, 승진 또는 전보의 공정성, 후생복지, 자아실현 

분야에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 으며, 임창모(1998)는 사기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으로 발전가능성, 직무적요인, 참여도, 인정, 인간관

계 순으로 제사하 다. 이정균(1997)의 연구에서 신분보장과 직업만족분야

에서 사기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 승진문제에서는 사기수준이 낮은 상

태 다고 제시하 다. 정의문(2001)의 공무원의 사기관련요인 및 제도개선

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수, 연금제도, 의견반 정도, 근무성적평정, 승진등에

서 사기의 수준이 낮게 측정되었다. 권기원(2000)의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보수, 승진, 근무성적 평가제도, 후생복지제도에 대해 

사기 수준이 낮은 상태로 측정되었다.

유성호(1995)의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기란 조직구성원들

이 소속된 조직의 목표를 인식하고, 그 목표에 대한 주체적인 도덕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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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조직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의욕과 만족감의 

총화라고 정의하 다.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변수, 환경변수, 

사회 심리적 작용변수, 자발적 시기만족변수, 개인적 특성변수 등의 다섯 

개 범주로 구분하 으며, 제도변수에는 보수, 인사, 복리․후생, 연금제도 

등을 하위요인으로 선정하 으며, 환경변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직무환경 조건을, 사회 심리적 작용변수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소속감 등

을, 자발적 심리만족변수는 직무, 직업선택동기, 성공감, 인정감, 자아실현 

등을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 다.

김기수(1996)의 지방공무원의 사기제고방안 연구에서는 사기란 개인 중

심적 사기의 개념과 집단 중심적 사기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고 전자는 사

기를 본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로서 작업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로부터 연유되는 여러 가지  직무만족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집단은 하나의 팀(team)으로 보고 집단정신, 지속성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견해이다. 이 양자간에는 사기라는 심리적 태도와 정신적 상태를 관

찰하는 각도가 서로 다르지만 사실상 직장 전체의 사기는 그 직장 내 집단

으로서의 심리적 태도에 의하여 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 양

자를 명백히 구분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하 다.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보수에 대한 만족도, 인사

제도 및 운 에 대한 인식,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공직생활의 향요인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 다. 직무에 대한 만족요인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보

람과 긍지, 소속감, 인정감, 사회적 평가 등을 선정하 으며 공직생활의 

향요인으로는 신분과 보직의 안전,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공평한 승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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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적절한 작업설비와 환경, 직무환경에 대한 인정, 후생복지혜택 등의 10

가지 사기요인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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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간호사(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

기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보건간호사의 사기증

진 방안을 모색하는 단면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39개 보건소 중 예비조사

에 응한 안산시 보건소를 제외한 38개 보건소에 근무 중인 339명의 간호직 

공무원 중  사전 동의를 얻어 허락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직 공무

원 12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고, 최종 수집된 108명의 설문지중 본 연

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05명을 대상으로 하 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는 기존에 개발된 연구도구(권동연, 2001. 

Cronbach' α=.92)를 기초로 개발하여 16명의 보건간호사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수와 용어, 내용을 수정하 으며, 지도교수의 조언을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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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다.  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90로 나타났고, Likert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대

체로 그렇다’ 4점, ‘보통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

다’ 1점으로 측정하 다

사기요인의 평균 점수가 높으면 사기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

은 역산으로 처리하 다. 

<표  2 > 각 문항별 주요측정지표 

구분 해당문항 구체적 질문 항목 내역

1.보수 1-1

1-2

1-3

보수의 적정성 여부

보수의 본봉과 수당과의 비율

보수인상율의 적정성

2.인정감 2-1

2-2,2-3,2-4

2-5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대외적 인정감

기관내 상, 하급자 상호간의 인정감

타 직종간의 인정감

3.승진 3-1,3-2,3-3

3-4,3-5

3-6

승진기회의 공평성

능력에 따른 승진의 정도

승진의 예측 가능성

4.참여도 4-1

4-2

4-3

자신의 의견 반 정도

행사참여 상태

의사결정의 참여

5.소속감 5-1

5-2,5-3

5-4

5-5

상사와의 인간관계

동료와의 인간관계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한 상사의 관심도

상하 직원의 의사소통

6.신분보장 6-1

6-2

6-3

신분보장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업무수행과 연관된 징계 염려

지방자치 후 신분보장

7.자아실현

(발전가능성)

7-1

7-2

7-3-,7-4

직무가 자신의 능력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발전 가능성의 기대치 여부

직장근무가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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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각문항별주요측정지표

구분 해당문항 구체적 질문 항목 내역

8.근무조건

(후생복지)

8-1

8-2

8-3

8-4

8-5

8-6

8-7

연금제도의 만족도

노후생활이 보장

퇴직급여제도의 만족도

휴양제도의 만족도

보건소내의 근무환경 만족도

후생복지의 직장내 배려

직장내 사무기기와 비품의 구비정도

9.직무요인 9-1

9-2

9-3,9-4,9-5

9-6,9-7,9-8

9-9

직무내용의 적합성 정도

직무량의 적정성 정도

직무의 책임성, 전문성 정도

직무의 소진정도

직무의 창의성 기회

10.감독 10-1 지시의 타당성

11.직무만족 11-1

11-2,11-3

직장에 대한 자부심 

업무수행에 따른 의욕

12.근무평정 12-1,

12-2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포상제도의 공정성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구조적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 다.  경기도 39개 보건소 중 안산시 보

건소에 근무중인 간호사 16명에게 조사를 거쳐 수정된 설문지를 가지고 경

기도내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339명중 사전 허락한 128명에게 200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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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10일간 자료수집 기간동안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

여 자료를 배부하여 108개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목

적에 부합되지 못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05명의 자료를 가지고 최종분석 

하 다. 

5. 자료분석 방법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 고, 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기관련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One-way ANOVA를 사용하 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사기요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α를 이용하 다.

6.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내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전체의 

보건간호사로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사기의 개념이 복합적이라서 개념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문항의 개발 

및 문항간의 독립성 보장 등의 한계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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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특성에 맞추어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 다.

<표 2>∼<표 2-1>와 같이 대상자의 연령은 31세∼40세가 65.8%, 41세 이

상이 29.4% 30세 이하가 4.8%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31∼40세가 가장 많

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83.8%로 미혼이 13.3%, 이혼이 2.9%로 대부분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고졸이 1.9%, 전문대졸이 61%, 대졸이 27.6%, 대학원이 9.5%

로 대부분 간호전문대학졸업자 다. 

간호직 공무원으로의 근무경력을 보면 10∼14년이 34.3%로 나타났고 5∼9

년이 27.6%, 15∼19년 21.9%, 1∼4년이 10.5%, 20년 이상이 5.7%로 나타났

다. 직급별로는 7급이 63.8%, 8급이 28.6%, 6급이 7.6%로 연구대상자의 대

부분이 7급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근무경력에 대한 문항에서는 경력이 

있다가 74.3%, 경력이 없다가 25.7% 고, 근무경력이 있는 군에서 평균 3

년∼6년의 경력자가 많았다. 

  담당업무는 가족보건업무가 32.4% 고, 방문보건과 진료업무가 각 23%, 

건강증진업무가 17.4%, 보건행정업무는2.9%로 조사되었다. 간호사 면허증 

외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5%가 가정간호사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었고, 정신간호사자격증 소지자는 18.0% 성상담성교육전문가는 

14.1% 그 외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건교육사 자격증, 미국간호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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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자격증,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자격증, 운동처방사, 조산사 등 다양

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간호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병원과 다른 규칙적인 출․퇴근 때문에가 49.5%, 신분이 보장되

기 때문에가 28.6%, 지역사회근무가 적성에 맞아서가 14.3%, 공무원이 사

회적 인식이 좋아서가 5.7%, 보수가 안정되기 때문에가 1.9%로 나타났다. 

보건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 특성상 관할 인구수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할주민인구수를 파악하여 본 결과 31만∼50만 이

하가 40.0% 고, 30만 이하가 33.0%, 50만 이상이 27.0%로 나타났다. 보건

소 내 간호사수를 파악한 결과 10명 이하가 35.3%, 11명~20명 이하가 

54.9%, 21명 이상은 11.8%로 나타났다. 보건행정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서는 응답자의 31.4%가 받았다고 응답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업

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율이 90.0% 다. 

  보건간호사의 사기를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을 서술하는 문항에서는 승

진, 직렬제도, 근무환경, 보수 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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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05)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연령 30세 이하 5 4.8

31세∼40세 69 65.8

41세 이상 31 29.4

결혼상태 미혼 14 13.3

기혼 88 83.8

이혼 3 2.9

최종학력 고졸 2 1.9

전문대졸 64 61.0

대졸 29 27.6

대학원이상 10 9.5

근무경력 1-4년이하 11 10.5

5-9년이하 29 27.6

10-14년이하 36 34.3

15-19년이하 23 21.9

20년 이상 6 5.7

직급 8급 30 28.6

7급 67 63.8

6급 8 7.6

병․의원경력 있다 78 74.3

없다 27 25.7

담당업무 건강증진 18 17.1

가족보건 34 32.4

방문보건 23 21.9

진료업무 23 21.9

보건행정 3 2.9

기타 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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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05)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선택동기 공무원의 사회적 인식이 좋아서 6 5.7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30 28.6

보수가 안정되기 때문에 2 1.9

지역사회 근무가 적성이 맞아서 15 14.3

병원가 다른 규칙적인출․퇴근때문에 52 49.5

주민인구수 30만 이하 33 33.0

31만∼50만 40 40.0

50만 이상 27 27.0

간호사수 10명 이하 36 35.3

11명∼20명 54 54.9

21명 이상 12 11.8

보건행정교육 있다 33 31.4

없다 72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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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기정도

 사기 전체 문항의 사기정도를 분석하여 보면 <표 4>과 같이 총 평균은 5

점 만점에 3.02점으로 보통(3점) 정도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평균값을 보면 

보수 2.93, 인정감 3.28, 승진 2.28, 참여도 3.15, 소속감 3.39, 신분보장 3.33, 

자아실현 3.21, 근무조건 2.71, 직무요인3.07, 감독 3.08, 직무만족 3.55, 근무

평정 2.3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 소속감, 신분보장, 인정감, 자아실현, 참여도는 평균

값이 3.10이상으로 나타나 사기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독, 직무

요인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승진, 근무평정, 근무조건, 보수는 사

기요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과 같이 사기요인의 세부문항별 사기정도를 보면 사기정도가 높

은 요인들 중에서 직무만족은 업무수행에 따른 의욕이 3.59로 높았고, 소속

감에서는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3.62로 높았으며, 신분보장에서는 신분보장

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3.70으로 가장 높았고, 인정감에서는 보건소 공무

원에 대한 대외적 인정감이 높았으며, 타 직종간의 인정감은 2.97로 낮았

다. 자아실현에서는 직장근무가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서 

높게 나타났고, 참여도에서는 행사참여 상태에서 3.4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의사결정의 참여 상태 항목에서는 2.92로 낮게 나타났다. 감독은 지시의 타

당성이란 항목에서 3.08로 보통정도 고, 직무요인에서는 직무의 책임성, 

전문성 정도의 항목에서 3.81로 높은 사기정도를 보 지만 직무의 소진정

도와 창의성 기회에 대해서는 낮은 사기정도를 보 다. 승진은 2.28로 12가

지 사기요인 중 가장 낮은 사기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승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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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이란 항목에서 2.18로 사기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무평정

은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포상제도의 공정성에서 다 낮게 나타났고, 근무

조건은 후생복지의 직장 내 배려에서 2.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수에서

는 보수의 인상율 적정성에서 사기정도가 낮게 타나 났다. 

<표 4> 요인별 사기정도

요인 N Minimum Maximum M  ± S.D

보수 105 1.00 4.67 2.93 ± 0.73

인정감 105 1.40 4.80 3.28 ± 0.58

승진 105 1.00 3.67 2.28 ± 0.57

참여도 105 1.00 5.00 3.15 ± 0.69

소속감 105 2.00 5.00 3.39 ± 0.59

신분보장 105 2.00 4.67 3.33 ± 0.50

자아실현 105 1.00 5.00 3.21 ± 0.62

근무조건 105 1.14 4.14 2.71 ± 0.50

직무요인 105 2.11 4.22 3.07 ± 0.39

감독 105 1.00 5.00   3.01 ± 0.83

직무만족 105 1.33 5.00 3.55 ± 0.59

근무평정 105 1.00 4.00 2.34 ± 0.67

평균 105 1.33 4.59 3.02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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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사기요인의 세부문항별 사기정도                        (N=105)

사기요인 세부문항    M ± S.D

보수 보수의 적정성여부 3.07 ± .97

보수의본봉과 수당과의 비율 2.94 ± .95

보수인상율 적정성 2.78 ± .95

인정감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대외적 인정감 3.59 ± .88

기관내 상, 하급자 상호간의 인정감 3.28 ± .80

타 직종간의 인정감 2.97 ± 1.06

승진 승진기회의 공평성 2.27 ± .61

능력에 따른 승진의 정도 2.36 ± .88

승진의 예측 가능성 2.18 ± .80

참여도 자신의 의견 반 정도 3.10 ± .85

행사참여 상태 3.45 ± .88

의사결정의 참여 2.92 ± .90

소속감 상사와의 인간관계 3.21 ± .80

동료와의 인간관계 3.62 ± .74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한 상사의 관심도 3.40 ± .82

상하 직원의 의사소통 3.10 ± .94

신분보장 신분보장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3.70 ± .82

업무수행과 연관된 징계 염려 3.40 ± .87

지방자치 후 신분보장 2.89 ± .75

자아실현 직무가 자신의 능력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3.12 ± .92

발전가능성의 기대치 여부 3.23 ± .81

직장근무가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3.26 ± .82

근무조건 연금제도의 만족도 2.54 ± .76

노후생활의 보장 2.77 ± .78

퇴직급여제도의 만족도 2.59 ± .74

휴양제도의 만족도 2.74 ± .78

보건소내의 근무환경 만족도 2.67 ± .87

후생복지의 직장 내 배려 2.47 ± .79

직장 내 사무 기기와 비품의 구비정도 3.21 ± .81

직무요인 직무내용의 적합성 정도 3.10 ± .86

직무량의 적정성 정도 2.83 ± .82

직무의 책임성, 전문성 정도 3.81 ± .75

직무의 소진정도 2.49 ± .82

직무의 창의성 기회 2.81 ± .87

감독 지시의 타당성 3.01 ± .83

직무만족 직장에 대한 자부심 3.50 ± .74

업무수행에 따른 의욕 3.59 ± .72

근무평정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2.37 ± .83

포상제도의 공정성 2.32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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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기정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기정도는 <표 5>과 같이 선택 동기, 주

민인구수에서 0.05%∼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급, 병․의원

경력, 담당업무, 간호사수, 보건행정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택 동기는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근무가 적성에 맞아서와 병원과 다른 

출․퇴근 때문에’를 선택한 군에서 사기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민인구수에서는 주민인구수가 51만 이상인 군보다는 50만 이하의 군에

서 사기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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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기정도

                                                             (N=105)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T) P

연령
Between Groups 9.33 52 .18

2.00 .16
Within Groups 12.42 51 .244

결혼상태
Between Groups 5.29 52 .102

.49 .99
Within Groups 10.54 51 .207

최종학력
Between Groups 27.42 52 .527

1.21 .24
Within Groups 22.22 51 .436

근무경력
Between Groups 467.31 4 116.82

.36 .83
Within Groups 31435.52 99 317.53

직급
Between Groups 14.91 52 .287

.79 .79
Within Groups 18.43 51 .361

병․의원경력
Between Groups 55.00 1 55.00

.17 .67
Within Groups 31847.83 102 312.23

담당업무
Between Groups 100.83 52 1.93

1.46 .08
Within Groups 67.62 51 1.32

선택동기
Between Groups 240.97 52 4.63

1.71 .02*
Within Groups 137.49 51 2.69

주민인구수
Between Groups 3837.31 2 1918.65

6.80 .002*
Within Groups 27068.10 96 281.95

간호사수
Between Groups 301.90 2 150.95

.47 .62
Within Groups 30865.10 98 314.95

보건행정교육
Between Groups 600.96 1 600.96

1.95 .16
Within Groups 31301.87 102 306.88

  

  P < 0.05 *       P < 0.01 **       P <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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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기요인과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기요인과의 관계는 <표-6>과 같다.

보수에서는 근무경력, 주민인구수, 보건행정교육에 따라 사기정도가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무경력이 4년 이하의 군보다 20년 

이상의 군에서 사기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인구수가 적을수록, 최종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상의 군보다 고졸의 군에서 사기요인이 높게 나타났

다. 승진에서는 주민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관할주

민인구수가 적을수록 사기정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참여도에서는 보건행정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보건

행정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안은 군보다 사기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

무조건에서도 관할주민인구수가 적을수록 사기정도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감독에서는 담당업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업무를 하는 군에서 건강증진업무, 가족

보건업무, 방문보건업무를 하는 군보다 사기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직무만

족에서는 담당업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건강증진업무, 

가족보건업무, 방문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군보다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군에

서 낮게 나타났다. 근무평정에서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진료업무를 담당

하는 군에서, 병원과 다른 규칙적인 출․퇴근 때문에를 선택한 군에서, 관

할주민인구수가 많을수록 사기정도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인정감, 소속감 신분보장, 자아실현, 직무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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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기요인과의 관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급 병․의원경력 담당업무 선택동기 주민인구수 간호사수 보건행정교육

사기요인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Btween
Groups

Within
Groups

보수 Mean 19.22 4.66 .17 .15 .69 .45 21.97 4.11 .47 .30 .66 4.84 .62 1.74 7.74 3.50 16.85 4.70 11.38 4.73 19.33 4.66
F 4.12 1.17 1.53 5.34** 1.56 .13 .36 1.35 3.58* 2.40 4.14*

인정감 Mean 8.46 8.60 .09 .16 .55 .46 4.93 8.75 .39 .30 3.86 8.65 .96 1.72 4.87 3.44 17.85 8.36 12.03 8.56 2.68 8.66
F .98 .60 1.18 .56 1.26 .44 .56 1.41 2.13 1.40 .31

승진 Mean 13.00 11.94 .11 .15 .56 .46 5.97 12.19 .20 .34 .14 12.07 1.44 1.65 3.18 3.72 96.39 10.35 20.64 12.10 6.82 12.00
F 1.08 .73 1.22 .49 .61 .12 .87 .85 9.30*** 1.70 .56

참여도 Mean .07 4.37 .02 .16 .51 .47 5.12 4.29 .51 .29 .40 4.36 2.98 1.44 4.24 3.56 6.31 4.10 5.15 4.41 18.18 4.19
F .01 .16 1.07 1.19 1.72 .09 2.06 1.19 1.53 1.16 4.33*

소속감 Mean 2.55 8.93 .13 .15 .77 .43 4.52 9.04 .35 .31 2..24 8.93 1.82 1.59 4.81 3.45 25.60 8.51 5.09 8.81 1.82 8.94
F .28 .84 1.77 .50 1.13 .25 1.14 1.39 3.00 .57 .20

신분보장 Mean .33 2.35 .20 .14 .87 .44 2.09 2.34 .12 .33 .07 2.35 1.98 1.59 3.56 3.64 2.50 2.31 2.11 2.36 2.36 2.33
F .14 1.41 1.96 .89 .36 .03 1.24 .97 1.08 .89 1.01

자아실현 Mean 4.43 6.35 .14 .15 .36 .49 9.34 6.22 .24 .33 4.35 6.36 1.58 1.63 5.38 3.39 17.68 6.19 .52 6.45 8.76 6.31
F .69 .92 .72 1.50 .73 .68 .97 1.58 2.85 .08 1.38

근무조건 Mean 5.84 12.55 .04 .17 .46 .48 3.71 12.84 .23 .33 .69 12.60 1.76 1.59 4.37 3.48 159.61 9.90 22.89 12.48 10.36 12.51
F .46 .24 .96 .28 .68 .05 1.10 1.25 16.11*** 1.83 .82

직무요인 Mean 2619 12.67 .04 .17 .46 .48 18.96 12.56 .23 .33 5.48 12.87 1.76 1.59 4.37 3.48 19.35 12.51 9.45 12.66 12.21 12.81
F 2.06 .24 .96 1.51 .68 .42 1.10 1.25 1.54 .74 .95

감독 Mean .13 .70 .06 .15 1.10 .45 .45 .71 .02 .33 .02 .70 4.13 1.52 3.76 3.36 1.65 .69 1.26 .69 .004 .70
F .18 .41 2.41 .63 .06 .03 2.71* 1.03 2.36 1.82 .006

직무만족 Mean 2.95 3.22 .19 .14 .39 .48 1.69 3.28 .20 .33 11.60 3.14 3.01 1.49 4.63 3.54 3.57 3.31 3.39 3.27 3.33 3.22
F .91 1.28 .80 .51 .60 3.69 2.01* 1.30 1.07 1.03 1.03

근무평정 Mean .15 1.84 .21 .15 1.19 .43 3.59 1.75 .21 .33 .54 1.84 5.40 1.40 8.02 3.40 5.84 1.73 .54 1.83 .44 1.84
F .08 1.45 2.73* 2.04 .65 .29 3.85** 2.35* 3.35* .29 .24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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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사기요인에 미치는 향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사기요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최종

학력이 고졸인 군에서, 병․의원 경력이 있는 군에서 직급이 높은 군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군보다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군에서, 

보건행정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군에서 대체적으로 사기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6>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사기요인에 미치는 향

Model R
2

F p

1 .43    1.05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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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연령은 31세∼40세가 65.8%, 41세 이상이 

29.4% 30세 이하가 4.8%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31∼40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83.8%로 미혼이 13.3%, 이혼이 2.9%로 대부분이 기혼으

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1.9%, 전문대졸이 61%, 대졸이 27.6%, 대학원이 9.5%

로 대부분 간호전문대학졸업자 다. 이 결과는 이순옥(1995)의 대구광역시

와 경상북도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대졸 71.0%, 고졸 

23.6% 대졸이상5.4%로 나타난 것과 권동연(2001)의 보건간호사의 사기진작 

방안에서의 결과에서 대학원이상이 1.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점

차 고학력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직 공무원으로의 근무경력을 보면 10∼14년이 34.3%로 나타났고 

5∼9년이 27.6%, 15∼19년 21.9%, 1∼4년이 10.5%, 20년 이상이 5.7%로 나

타났다. 권동연(2001)의 연구에서는 4년 이하의 군이 6.9% 으나 본 연구에

서는 8급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IMF이후에 경제가 안정

을 찾아가면서 신규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급별로는 

7급이 63.8%, 8급이 28.6%, 6급이 7.6%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7급으로 

나타났다. 권동연(2001)의 보건간호사의 사기진작방안도 7급이 62.5%로 가

장 많았다.

병․의원 근무경력에 대한 문항에서는 경력이 ‘있다’가 74.3%, 경력이 없

다가 25.7% 고, 근무경력이 있는 군에서 평균 3년∼6년의 경력자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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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당업무는 가족보건업무가 32.4% 고, 방문보건과 진료업무가 각 23%, 

건강증진업무가 17.4%, 보건행정업무는2.9%로 조사되었다. 간호사 면허증 

외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5%가 가정간호사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었고, 정신간호사자격증 소지자는 18% 성상담성교육전문가는 

14.1% 그 외 미국간호사 면허증, 성교육자격증,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자

격증, 운동처방사, 조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간호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병원과 다른 규칙적인 출․퇴

근 때문에가 49.5%,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가 28.6%, 지역사회근무가 적

성에 맞아서가 14.3%, 공무원이 사회적 인식이 좋아서가 5.7%, 보수가 안

정되기 때문에가 1.9%로 나타났다.  보건행정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서

는 응답자의 68.6%가 ‘받지 못했다’ 고,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업무

에 도움이 되었다가 90.0% 다. 

사기요인에서는 직무만족, 소속감, 신분보장, 인정감, 자아실현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고, 승진, 근무평정, 근무조건, 보수 순으로 사기정도가 낮게 나

타났다.  이 결과는 이정균(1997)의 논문에서 신분보장과 직업만족은 높게 

나타났고, 유병훈(1998)의 논문에서는 보수, 승진, 근무환경, 자아실현분야

에서 저하되어 있었으며, 김경래(1999)의 논문에서는 보수, 승진, 전보의 공

정성, 후생복지, 자아실현분야에서 저하되었고, 권동연(2001)의 논문에서는 

직무만족, 소속감 인정감, 감독에서 높게 나타났고 보수, 근무조건, 승진에

서 저하되어있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사직 향요인에서 승진에 대한 

불만족이 사직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다. 위광복(1999)의 연구에

서도 승진기회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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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사기를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을 서술하는 문항에서 승진, 직렬제

도, 근무환경, 보수 순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응답하 고, 담당업무별로는 

감독, 직무만족, 근무평정에서 사기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고, 보건행정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서는 보수와 참여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병․의원 경력에 따른 사기정도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변수는 선행연구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던 변수로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의 차이 검증 결과  최종학력, 

근무경력, 담당업무, 선택 동기, 주민인구수, 보건행정교육여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결혼, 직급, 병․의원경력, 간호사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권동연(2001)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 경

력, 직급, 선택 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비교된다. 이것

은 연구대상자의 수와 문항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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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보건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기정도를 파악하고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10일간 경기도 39개 보건소 중 예비조사에 응한 안산시 보건소를 제외한 

38개 보건소에 근무 중인 339명의 간호직 공무원 중 간호직 공무원 경력이 

1년 이상인 보건간호사 105명을 대상으로 하 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 고,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3문항 사기측정 52문항 총 63문항으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연령은 31세∼40세가 65.8%, 41세 이상이 29.4% 30세 이

하가 4.8%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31∼40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

혼이 83.8%로 미혼이 13.3%, 이혼이 2.9%로 대부분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61%, 경력별 10∼14년 34.3%, 직급별 7급 64.4%, 병․

의원경력은 있다 74.2%, 담당업무는 가족보건업무가 32.4%, 보건간호사를 

선택한 동기로는 병원과 다른 규칙적인 출․퇴근 때문에 49.5%, 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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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경험에서는 63.6%가 받지 못했다 다.

둘째, 사기요인별 사기정도를 알아본 결과 총 평점은 3.02점으로 보건간

호사의 사기는 보통(3점)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보면 직무만족 

3.55, 소속감 3.39, 신분보장 3.33, 인정감 3.28, 자아실현 3.21, 참여도 3.15, 

감독 3.01, 직무요인 3.07, 보수 2.93, 근무조건 2.71, 근무평정 2.34, 승진 

2.2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의 차이 검증 결과  최

종학력, 근무경력, 담당업무, 선택 동기, 주민인구수, 보건행정교육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결혼, 직급, 병․의원경력, 간호사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보건간호사의 사기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점을 조사해본 결과 

승진, 직렬제도개선, 근무환경, 보수, 근무평정제도 순 이 다.

다섯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사기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이 고졸인 군에서, 병․의원 경력이 있는 군에서 직급이 높

은 군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군보다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을 담당하

는 군에서, 보건행정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군에서 대체적으로 사기정

도가 높은 쪽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섯째, 사기정도가 낮은 요인은 승진, 근무평정, 근무조건, 보수로 이 

요인이 사기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사

기정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보건간호사들은 보건소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직무

만족과 소속감에서 높은 사기정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

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간호직은 진료 보조, 주사 놓는 사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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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승진 할 수 있는 보직을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건간호사의 다양한 자격증 소지와 보건행정교육을 받았을 때의 

사기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건강증진 업무와  

방문보건업무를 담당했을 때 사기정도가 높았으므로 간호직도 보건․복지

와 관련된 타부서에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한다.

근무평정은 승진에 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평정요소를 객관성과 타당

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하며, 직렬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차별화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무조건에서는 전문직 인력을 확대하고, 간호직 공무원에게도 정기적

으로 보건행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보수에서도 전문직들 간의 수당에서의 차별화를 줄여 보건간호사의 사

기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이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사기정도를 파악하고 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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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간호사의 사기 요인 중 승진과 근무조건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므로 향후 보건간호사의 승진과 근무조건과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2)  보건소 전체 업무에 중심 역할을 하는 전문의료인력인 보건간호사

의 비율이 높아져야하며, 이에 따른 전문직 인력의 관리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3)  공무원 업무의 기반이 행정이므로 보건간호사들에게도 보건행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도록 보건간호사에게 보건 

행정교육이 필요하고 사기증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사기는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건

소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간호사의 사기 

정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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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보건간호사의 사기증진 방안에 관한 논문의 자료

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순수한 학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 이 철저히 보장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든 의견은 보건 간호직 공무원의 발

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평소 느끼고 계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

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홍성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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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1. 귀하의 연령은? ( 만                  )

2. 귀하의 결혼상태는?  (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기타 (      )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이상

4. 귀하의 간호직 공무원 총 근무경력은? 

 (               년              개월 )

 

5. 귀하의 현재 직급은?  (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이상

6. 귀하의 병․의원 근무경력은?  (    )

 ① 있다      ② 없다

6-1. 병원경력이 있다면 몇 년입니까?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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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의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    )

 ① 건강증진업무

 ② 가족보건업무

 ③ 방문보건업무

 ④ 진료업무 

 ⑤ 보건행정업무

 ⑥ 기타  (                        )

8. 간호사 면허증 외에 취득한 자격증은 무엇이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9. 귀하가 보건간호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① 공무원의 사회적 인식이 좋아서

 ②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③ 보수가 안정되기 때문에

 ④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근무가 적성에 맞아서

 ⑤ 다른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⑥ 병원과 다른 규칙적인 출․퇴근 때문에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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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의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는 주민 인구수는? 

 (                                       )

 

11. 귀하의 보건소 내 간호사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                                       )

 

12. 귀하는 보건행정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12-1. 있다면 보건행정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13. 귀하는 보건간호사의 사기를 위해 어떤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승진, 보수, 근평제도, 근무환경, 직렬제도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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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
귀하의 보수수준은 담당하는 일의 양과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2
귀하는 본봉, 기타수당, 상여금(보너스)를 

결정하는 방법에 불만이 있습니까?

1-3공무원의 보수 인상 율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1
귀하는 앞으로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봅니까?

2-2
귀하의 상급자는 잘한 업무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편입니까?

2-3
귀하는 부하(귀하보다 하위직급)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2-4
귀하의 상사는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5
귀하께서는 타 직종 간에 전문성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십니까?

3-1
귀하는 승진의 기회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3-2
귀하의 직장에서 전보(보건소 내 이동)

인사는 일관성이 있는 편입니까?

3-3
귀하의 직장이 다른 직장과 비교해 볼 때 

승진속도가 늦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3-4
귀하의 직장 내 승진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3-5
귀하는 순환 보직 시 현재의 근무 부서(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3-6
귀하께서는 본인이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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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1
귀하는 업무상의 결정에 귀하의 의견이 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4-2
귀하는 보건소의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

다고 보십니까?

4-3
귀하는 평소 소속 부서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

하는 편입니까?

5-1귀하는 상급자에게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5-2
귀하는 일이 늦어지거나 막힐 때 동료간에 서

로 도와주곤 합니까?

5-3
귀하는 부서(실)동료들과 대화가 잘 되는 편

입니까?

5-4
귀하의 상급자는 부하직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5-5
귀하의 상급자는 귀하의 의견을 자주 물어오

는 편입니까?

6-1
귀하는 신분보장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계십니

까?

6-2
귀하는 평소 업무수행 시 징계에 대하여 염려

하십니까?

6-3
귀하께서는 지방자치이후 신분보장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7-1
귀하가 맡고 있는 업무는 자신의 능력을 발전

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7-2
귀하는 보건간호사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십

니까?

7-3
귀하는 보건소 근무가 귀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7-4

귀하는 업무를 통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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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8-1
귀하는 현재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만족하십

니까?

8-2
귀하께서는 귀하의 노후생활 보장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3
귀하께서는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8-4
귀하께서는 현행 휴양제도(휴양시설, 휴가등)

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8-5
귀하께서는 보건소 내 근무환경에 만족

하십니까?

8-6
귀하의 근무처에 후생복지에 대한 직장내의 

배려는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8-7
귀하의 보건소 내 전산장비 등 각종 비품이 

충분합니까?

9-1
귀하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9-2
귀하는 귀하에게 주어진 담당 업무량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9-3
귀하는 주어진 업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편입니까?

9-4
귀하의 업무는 전문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9-5
귀하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까?

9-6
귀하는 일에 지쳐서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9-7
귀하의 하는 일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9-8
귀하의 직무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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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9-9

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독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10-1
귀하의 상급자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명령과 지시를 하는 편입니까?

11-1 귀하는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11-2
귀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욕을 

가지고 임하십니까?

11-3
귀하는 매사를 자발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편입니까?

12-1
귀하는 현재의 근무평정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2
귀하는 현재의 포상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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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Morale and Related Factors in Public Health Nurses 

Hong Sung J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jung Cho, Ph. D., R.N)

The study was done to present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morale 

in nurses in public health centers. Morale of public health nurses and 

factors that influence morale were investigat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etween December, 8 and 18, 2003 to 128 public health 

nurses in 38 public health cente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a 

year. Final analysis was done on 105 questionnaires (analysis rate of 

82.0%).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using real numbers, percentiles,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questionnaire had 65 questions; 13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and 52 questions on morale. The Cronbach 

a was .9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nurs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betwee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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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40 years of age (65.8%) with 29.4% over 41, and 4.8%   under 30. 

Most were married (83.8%) with 13.3% single, and 2.9% divorced. 

Slightly over 60% (61.0%) were 2-year college graduates and 34.4% had 

worked between 10 and 14 years. The percent of nurses in the 7th level 

for civil service was 64.4%. The majority (74.2%) had experience 

working in a hospital or clinic. About one third (32.4%) were in charge 

of family health and 49.5% chose to be public health nurses because the 

health centers have regular working hours. As to whether they had 

health administration training, 31.4% responded 'Yes' and 90% said that 

the training helped their work.

The morale level was 3.02 out of 5 showing that the morale level of 

the nurses was slightly above average. For components of morale, the 

scores were 3.55 for job satisfaction, 3.39 for involvement, 3.33 for 

secured identity, 3.28 for stability, 3.21 for self-realization, 3.15 for 

participation, 3.01 for supervision, 3.07 for job factors, 2.93 for salary, 

2.71 for working condition, 2.34 for job equability, and 2.28 for 

promo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and their morale showed for academic 

achievement, working experience, work department, motivation, 

population size, and training in health administr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age, marital status, civil service level, 

experience of working in a hospital or clinic, and number of nurses in 

the health center.

The nurses responded that morale would be increased if ther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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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in promotion policy department policy, work 

environment, salaries, and job equality policy.

Higher levels of morale were found for nurses who were high school 

graduates, who had experience of working in a hospital or clinic, who 

were in charge of health promotion and home nursing, and who had 

health administration training but thes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seen to decrease morale in the nurses were 

promotion, job equality, working condition, and sal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actions to improve the 

morale of the nurses can be made.

Public health nurs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and even though they show a high moral level in job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They have a low level related to 

promotion because nurses are thought to only assist doctors and give 

shots, a very limited job.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nurses had a 

high level of morale when they had different types of certificates and 

health administration training. Also they showed a high level of morale 

when they were in charge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home 

nursing programs rather than treatment programs. So nurses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rotate their jobs within relevant departments.

Job equality influences promotion so the equality elements must be 

expressed clearly in order to increase objectivity and propriety. Also 

professionalism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department and 

there should detailed and distinctive evalu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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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working conditions, the status of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extended and nurses in public facilities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receive health administration training. There should also 

be less distinction in salaries of health professionals in order to increase 

the morale of public health n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