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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의료진이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이

인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의료진들이 지각하는 협업 정도와 인식된 팀 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이에 상급.

종합병원 세 곳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2020 9 23 2020 10 7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병원 의료진이 지각하는 협업 정도가 인식하는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지각하는 협업의 구성요인인 공유된 목. ,

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의 요인들과 인식된 팀 성과는 유의, , ,

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인식하는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인식하는 팀 성과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팀원 수가 적을수록 인식된 팀 성과도 높. ,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의 균형 외의 모든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인식된 팀 성.

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증가하면 인,

식된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인식하는 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하는 협업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인식하는 팀 성과에 고용 형태 근무 기간 팀원 수가 영향을. ,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 의료진들이 인식하는 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고용 형태 근무 기간 팀원 수를 조절하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 고용 형태 근무 기간 팀원 수 인식된 팀 성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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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배경1.

의료 환경은 다양한 직종의 전문 인력이 환자 치료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곳으로 환,

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의료 시스템은 고도로 전문화되고(Tringle, 2011).

있고 환자 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직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복잡한 상태를 가진 환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은 주

요 관심사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aak, Paulus and Mur-Veeman, 2005).

특히 병원은 공통의 목표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전문 직종이 모인 조직으

로 병원에서 전문가 간의 분업은 일개 전문가 그룹에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다

병원 환경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접점에서 직접적(Morita, Fujimoto and Tei, 2005).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의료진 간 상호협력은 환자 안전에 중요,

하다 의료진들은 모두 환자의 안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자의 욕구와.

질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같은 근무환경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므로

의료진간의 협력은 최상의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다 이영주 이들의 긍정적인( , 2016).

협력관계는 의료 오류 및 의료 사고의 감소 나아가 환자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의사(Ritter-Teitel, 2001; Leape et al, 1995). -

의 협업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의료비용을 절감시킬, ,

수 있다 더불어 환자의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하(Vazirani, 2005).

였다(Barrere, Ellis, 2002).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조직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조직문화를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 간의 공유를 통해

계승학습 되므로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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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 상이한 수준과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문화가

통합되어 하나의 조직문화로 대표될 수 있다 주효진 조주연 그런데 유사한( , , 2009).

병원조직이라도 그 조직문화가 어떤 지에 따라 구성원의 성과와 만족도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김영희( , 2004).

그 동안 협업은 조직과 조직간 즉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의 차원에서 일부 연구되,

었지만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팀 협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게다가 일부 직군, .

에 한정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조직 내 협업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

의 전무한 상황이다 병원조직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중 일부는 대학병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이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의료서비스 향상, ,

방안 등에 관한 주제를 취급하였다 배수빈 황병덕 박은순 또한( , 2012; , 2008; , 2005).

간호직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및 이직의도 등에 관한 연구가, ,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채현의 최혜금 김미정 한상숙 박재산( , 2013; , 2009; , , 2007; ,

이경선 이명하 장금성 외 그러나 이와 같이 조직문화가 조직유2006; , , 1997; , 1996).

효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의 팀, ,

성과에 관한 연구가 미약하고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는 일부 직군에 한정되었다, .

또한 팀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의 유효성,

이나 효과성에 관련된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협업과 팀 성과 간의 관계,

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용근 방호진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팀이 과업( , 2016; , 2013).

을 달성하기 위한 절대조건으로서 팀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팀마다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이 다르고 팀의 성격에 따라 효율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한 팀 성과 향상과 동시

에 팀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팀.

단위에서 협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협업의 개념설정과 그 요인이 무엇이며 일반 조,

직과 다른 병원 조직 내에서 지각하는 협업의 요인들이 조직의 효과성 외에 팀 성과

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적 검증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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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본 연구는 의료진들이 지각하는 협업 정도와 인식된 팀 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진들이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둘째 의료진들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협업의 정도를 파악,

한다.

셋째 의료진들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특성에 따라 의료진들이 인식하는 팀 성과,

를 파악한다.

넷째 의료진들이 인식하는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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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지각하는 협업1.

가 지각하는 협업의 정의.

협업 은 정의하기가 매우 복잡한 개념이며 협동 협조(Collaboration) (Cooperation),

등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개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Collegiality) , .

사전적으로 협동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고 협조는 힘을 보태어,

돕는 것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 협업은 같은 종류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일로 정의한다 김문중( , 2015).

협업 이란 서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공동의 과업과 목표를 달성하(Collaboration)

기 위하여 함께 일을 하거나 서로 상당한 수준의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Hansen,

협업은 조직 전체에 걸쳐 기존의 한 부서 내의 전통적인 팀워크와는 다르게2009). ,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공조하는 것을 말한다(Hansen, 2009). Robert(2004)

는 협업을 전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존중하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그룹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와 는 함께, Roschelle Teasley(1995)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자들의 상호결합이라고 하였다 협업은 협조관계 상호이해 관. ,

계와는 구분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Wagner, 2009).

와 는 조직구성원 간의 협동과 협조 협업의 개념을Kruse(1998) Dillenbourg(1999) ,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조직구성원 간의 협동 은 자원의 공유나. (Cooperation) “

계획 등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 하는 개념이며 협조” ,

는 구성원들의 계획과 준비의 과정에서 상호학습의 형태 로 정의하(Collegiality) “ ”

고 있다 하지만 협업 은 구성원 모두에게 관련되는 환경 내에서. , (Collaboration) “

팀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협,

력적 환경 으로 정의하고 협동이나 협조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Kr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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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동은 그룹 구성원 사이에 나누어진 과업을 개인적으로 완수하는1998). “

것을 의미 한다고 하면서 최종 결과는 이들 개인적 산출 을 합하는 개념으로” (Output)

보고 있다 반면 지각하는 협업은 구성원 각각에게 특정된 고유의 역할과 과업이. “

아닌 행동이 동일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균형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그룹 내에서 대략, ,

적으로 서로 대칭적인 지식의 보유와 이와 같은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Dillenbourg,

이와 같이 지각하는 협업은 협동이나 협조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서 공동1999). ,

의 목표 혹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협업 의 일반적인 개념은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향하여 함께 일하(Collaboration)

는 프로세스이다 협업 참여자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협업 결과에 대한 개별적이.

면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되, ,

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영순( , 2010).

협업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와 은 최소, Friend Cook(2010) “ 2

인 이상의 동등한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유된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상호작용의 형태 라고 정의하였고 과 는 공유된 개” , Roschelle Teasley(1989) “

념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의 결과로서 동시에 발생하는 조정된 활

동 이라고 주장한다” .

등 다수의 연구자들은 협업을 공급사슬에 속Mentzer et el.(2000), Anthony(2000)

한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공급사슬,

에 속한 기업들이 이를 위해 계획 수립 관리 실행 성과 측정 관련 정보를 공유한, , ,

다고 언급하였고 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 Hanssen(2009)

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문제해결에 있어서 협동은 각 구성원에게 할당된 고유한 역할을 각자가 완성함으로

써 이루어지지만 협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협업적 그룹은 공유된 이해 또는 공동 주관성의 결과를 의미하는 공유된 목.

표를 가져야 하며 다른 구성원에게 과업수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상호인식을 구축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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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협업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협동이나 협조 조정 등, ,

과 함께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들과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 기업 환경에서는 필연적인 활동이자 보편화된 요소로 볼 수 있다, .

김문중(2015)
같은 종류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일

Hansen(2009)

서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공동의 과업과 목표를1)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을 하거나 서로 상당한 수준,

의 도움을 주는 것

각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2)

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

Robert(2004)
전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존중하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그룹에서 작업을 하는 것

Roschelle,

Teasley(1989)

공유된 개념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

의 결과로서 동시에 발생하는 조정된 활동

Wagner, 2009
협조관계 상호이해 관계와는 구분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장영순, 2010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와Friend Cook(2010)

최소 인 이상의 동등한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2

공유된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호작용의

형태

Mentzer et el.(2000),

등Anthony(2000)

공급사슬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

표 1 지각하는 협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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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각하는 협업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협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송재준 김문중 은 조직의 협업, , (2012)

모형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 미국과 유럽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하는 협업

요인에 관하여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지각하는 협업의IT ,

원천요인을 표 와 같이 제시하였다< 2> .

지각하는 협업의 원천요인 내용

조직목표에 대한 공통의 이해 조직의 방향성

명확한 책임과 역할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정의

공정한 보상 동기부여와 구성원 간 신뢰성

솔선수범 보다 나은 과업달성

고객욕구의 증가 조직의 외부요인

기타 규정 기침 기업문화 구조의 최적화: , , ,

자료 송재준 김문중 조직의 협업모형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제 권 제 호* : , (2012). , 9 4 , p.391.

표 2 지각하는 협업의 원천 요인.

유정 이 중국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팀 협업과 직무만족이 성과(2014)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지각하는 팀 협업에서 공유된,

목표인지와 구성원의 솔선수범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 , 2014).

최진구 는 직원이 지각하는 협업과 성숙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2014)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첫째 종업원들이 목표를 공유할수록 자발적으로 일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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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직무수행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 모두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

주며 이를 통해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 수행과 심리적인 성숙도 향상,

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진구( , 2014).

촉졸마 는 몽골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성과에 미(2015)

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첫째 지각하는 협업과 성과 요인 중 팀 목표달성과,

의 관계에서 공유된 목표와 구성원의 솔선수범 등이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유된 목표와 분명한 책임의 개 요인이 다른 팀과의. , 2

성과 비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촉졸마(+) ( , 2015).

유정(2014)
공유된 목표인식과 구성원의 솔선수범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침

최진구(2014)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 수행과 심리적인 성숙도 향

상이 필요하다

촉졸마(2015)

공유된 목표와 구성원의 솔선수범 등이 팀 목표 달성에 유의한1.

정 의 영향을 미침(+)

2. 공유된 목표와 분명한 책임이 다른 팀과의 성과 비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침(+)

표 3 지각하는 협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조신뢰 는 중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신뢰성과 지각하는 협업이 성과에(2014)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신. ,

뢰성 중 정서적 신뢰성은 협업요인인 공유된 목표 보상의 균형 구성원의 솔선수범, ,

과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계산적 신뢰성은 분명한 책임과 역할 및 구성원의 솔선수,

범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하는 협업 요인과 성과. ,

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협업 요인 중 분명한 책임과 역할 및 구성원의 솔선수범 요

인이 팀 목표달성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공유된 목표 분명한 책임과 역할, , ,

구성원의 솔선수범 등은 다른 팀과의 성과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신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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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학 은 지각하는 협업과 고객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2015)

과 지각하는 협업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분명한 책임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 등의, , ,

요인이 성과 요인인 다른 팀과 성과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도학( ,

2015).

본 연구에서는 지각하는 협업의 개념을 송재준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2013) “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등 상호 간에 있어서 스

스로 자진하여 행동하는 상호작용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각하는” .

협업의 요인을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요인들인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보, ,

상의 균형 및 솔선수범 등의 개 요인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각하는 협업요인으로 사4

용하고자 한다.

조신뢰(2014)

조직신뢰성은 지각하는 협업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1.

지각하는 협업 요인은 팀 목표달성여부와 다른 팀과의 성과비2.

교에 영향을 줌

임도학(2015)
분명한 책임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 등의 요인이 다른 팀과 성과, ,

비교에 영향을 미침

송재준(2013)
지각하는 협업의 요인을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보상, ,

의 균형 및 솔선수범 등의 개 요인으로 구성4

표 4 지각하는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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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성과2.

가 인식하는 성과의 정의.

성과는 기업을 비롯한 영리기업 혹은 비영리 조직의 경영활동의 산출물을 의미한다

정진희 성과에 대한 관점은 크게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으로 나눌 수( , 2004).

있는데 재무적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로는 자기자본이익률 고정자산대비 장기부채, ,

비율 운영수입대비 운영비용 등의 결과가 있다 윤종록 그러나 기업의 경영, ( , 2011).

정보 공개에 제한이 있고 일개 병원에서의 성과에 관한 연구의 경우 조직 특유의, ,

문화 내 외부적 환경 리더십 등의 차이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 · .

직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행동이론에 바탕으로 과거 재무적 성과로부터 행동 변화를 관

찰하는 것보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와 직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나 인식하는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와 은 성과를 혁신 다른 팀과의 적응력 협력 능력을 측정하였으Katz Allen(1985) , ,

며 은 성과를 성과적 측면의 질과 양 구성원의 만족과 몰입 역량의, Hackman(1987) , ,

증가 등으로 분류하였다 는 성과를 생산성으로 보고 대표하는 지표로. Varney(1989)

의사소통 갈등관리 목표의 명확화 개방적 지원분위기 조직화와 통제 역할 인식, , , , ,

도 등을 제시하였다 팀 성과에 직무만족 등 인지적 요소와 혁신 역량개발 의사소. , ,

통을 통한 의견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관리의 성과 결정(Nonaka, 1994),

요인은 내부고객의 몰입 직무만족 경영에 대한 신뢰 등이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

(Bansal et al., 2001).

팀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척도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주,

관적으로 측정 할 수 없는 요인이 오히려 팀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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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순이익 등 재무 회계 자료와 고객만족과 같은 데이터는 일정한 과정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나 비 재무 회계적인 목표 산출물의 품질 다른 팀과의 상대적 비교우위, , ,

등은 팀 구성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모든 관

련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송재준 그리고 팀의 과업 수행의 일( , 2013).

련의 과정은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투입과 산출의 변환을 거친다 객관적인.

재무적 성과는 명확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관적 성과측정결과와 객관적인 성과 측정결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주관적 척도가 보편화되고 있다(Brewer &

Selden, 2000).

팀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팀 성과를 효과성과 효율성과 구분하여 측정한 연구가 있

다 효과성은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여부 과업을 효과적으(Henderson & Lee, 1992). ,

로 수행할 수 있는 팀 능력의 여부 팀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높은지 여부이다 효, .

율성은 팀의 효율적 운영 여부 수행하는 업무량 계획된 예산의 업무수행 여부 계, , ,

획일정의 준수여부 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품질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

빨리 과업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박숙영 최재훈( , 2002; , 2015).

본 연구에는 가 제시한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팀 구성원Henderson & Lee (1992) ,

이 인식한 주관적인 인식을 포함하는 팀 효과성 효율성을 인식하는 팀 성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12 -

Katz & Allen(1985) 혁신 다른 팀과의 적응력 협력 능력 측정, ,

Hackman(1987)
성과적 측면의 질과 양 구성원의 만족과 몰입 역량의, ,

증가 등으로 분류

Varney(1989)
지표로 의사소통 갈등관리 목표의 명확화 개방적 지, , ,

원분위기 조직화와 통제 역할 인식도 등을 제시, ,

Nonaka(1994)
직무만족 등 인식적 요소와 혁신 역량개발 의사소통을, ,

통한 의견통합을 강조

Bansal et al.(2001)
성과 결정 요인은 내부고객의 몰입 직무만족 경영에, ,

대한 신뢰 등

송재준(2013)

팀 성과는 팀 구성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황적 요인

들의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모든 관련 요인들을 복합적

으로 고려

Brewer & Selden(2000)
주관적 성과측정결과와 객관적인 성과 측정결과 사이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

Henderson & Lee(1992) 팀 성과를 효과성과 효율성과 구분하여 측정

박숙영(2002)

최재훈(2015)

효과성은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여부 과업을 효과적- ,

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팀 능력의 여부 팀 간의 상호작용,

의 효과가 높은지 여부

효율성은 팀의 효율적 운영 여부 수행하는 업무량- , ,

계획된 예산의 업무수행 여부 계획일정의 준수여부 팀, ,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품질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빨리 과업을 수행하는지

표 5 인식하는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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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두 곳과 충청북도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G-power 3.1

을 이용해 필요한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필요 표본 수는 명이었으나, 253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감안해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0% 280 .

자료수집2.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행하였다 설2020 9 23 2020 10 7 .

문은 총 부를 배포하여 총 부가 회수되어 의 회수율을 보였다 연구자는280 255 91.1% .

대상자에게 서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참여 여부 선택권 및 참여자 권리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가 기입하도

록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원 자료는 암호화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였

다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심의를 통과하였다 승인번호. IRB ( :2020-08-1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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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수3.

설문의 구성은 표 과 같으며 수집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6> .

차원 변수 문항수
설문

번호
출처

독립변수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

공유된 목표 6

Ⅰ

Senge(1990),

정석희 등(2003)

명확한 책임과 역할 2
송재준(2013

보상의 균형 2

솔선수범 5
안명희,

이춘우(2011)

대상자의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4
Ⅲ

연구자

근무 특성 8 연구자

종속변수
지각하는

팀 성과

산출물의 품질 1

Ⅱ

Henderson,

Lee(1992),

신제구(1999),

임희정(2005)

팀 목표달성 여부 1

다른 팀과 비교 시

성과
3

표 6 설문 구성.

가 종속 변수.

인식된 팀 성과1)

팀 성과 요인은 과 가 제시한 팀 구성원이 인식하는 개인적 만Henderson Lee(1992)

족감 수준과 팀 구성원이 팀을 인식하는 것으로 팀 산출물의 질과 목표달성 여부 및,

다른 팀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의 높은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

기 위해 과 가 제시한 개 문항과 신제구 임희정 이Henderson Lee(1992) 2 (1999), (2005)

제시한 개 문항 등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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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 변수.

지각하는 협업1)

지각하는 협업 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collaboration)

요한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등 상호간 개입에 있어서 스스로 자진하여 행동하는 상,

호작용으로 정의하며 그 하위 요인은 송재준 에서 사용된 공유된 목표 명확한, (2013) ,

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 및 솔선수범 등의 가지 요인에 대한 총 개 문항을 활용, 4 15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2)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을 측정하였, , ,

다 근무 특성으로는 직위 고용형태 연봉 팀 내 임금격차 근무기간 팀 인원 진. , , , , , ,

료 과 근무 장소를 측정하였다, .

분석 방법4.

가 단변량 분석.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된 팀 성과를one-way ANOVA .

파악하기 위해 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병원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

의료진이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Pearson’s Correraltion effici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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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변량 분석.

대상자의 특성 및 지각하는 협업 정도가 인식된 팀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에서는 지각하는 협업 정도가 인. 1

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모델 에서는 지각하는 협업 정도와 대상, 2

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근무 특성이 인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SPSS 26.0 (IBM Corp., Armonk, NY, USA)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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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연구 대상자의 특성1.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 명< 7> . 20.39%(52 ),

여성 명 으로 여성이 많았고 연령은 대가 명 대가79.61%(203 ) , 20 32.94%(84 ), 30

명 대 이상이 명 으로 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전41.18%(105 ), 40 25.88%(66 ) 30 .

문대 졸업 명 대학교 졸업 명 대학원 이상 졸업이6.67%(17 ), 77.65%(198 ), 15.68%(40

명 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근무 특성에서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 관리자 명 명 순51.76%(132 ) , 21.96%(56 ), SA/PA 11.76%(30 )

으로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으로 나타났. 87.06%(222 ), 12.94%(33 )

다 연봉은 천만이하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천만 천만. 5 38.43%(98 ) , 5 ~7

명 천만 이상이 명 순이었다 팀원들의 임금 격차에 대한 질30.98%(79 ), 7 30.59%(78 ) .

문에 천 천으로 응답한 사람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만 천이1 ~3 31.76%(81 ) , 500 ~1

명 만 이하 명 으로 가 팀원들의 연봉 임금 격차가29.80%(76 ), 500 17.65%(45 ) 79.21% 3

천만 이하라고 생각하였다 현 부서 근무기간은 평균 년이었고 년 이하가. 8.3 5

명 으로 가장 많았다 팀원은 평균 명이었는데 명 명까지 다양하47.06%(120 ) . 48.7 , 2 ~300

였고 명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는 내과계가 명 이41~50 26.27%(67 ) . 48.63%(124 )

었고 외과계는 명 이었다 주 근무 장소는 수술실이 명 가장, 51.37%(131 ) . 68.24%(174 )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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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
일반적 특성 성별 남성 52 20.39

여성 203 79.61
연령 세( ) 20-29 84 32.94

30-39 105 41.18
40≥ 66 25.88

결혼상태 미혼 148 58.04
기혼 107 41.96

교육수준 전문대 17 6.67
대학 198 77.65
대학원이상 40 15.68

근무 특성 직위 일반간호사 132 51.76
간호관리자 56 21.96
의사 23 9.02
SA/PA 30 11.76
병리사 14 5.49

고용형태 정규직 222 87.06
비정규직 33 12.94

연봉세전 <50 98 38.43
(\1,000,000) 50~70 79 30.98

>=70 78 30.59
임금격차 5≤ 45 17.65
(\1,000,000) 5~10 76 29.80

10~30 81 31.76
30~50 26 10.20
50≥ 27 10.59

근무기간 < 1 60 23.53
1~5 60 23.53
6~10 47 18.43
11~20 54 21.18
21≥ 34 13.33

인원 10≤ 29 11.37
11~20 47 18.43
21~40 50 19.60
41~50 67 26.27
51~100 33 12.94
> 100 29 11.37

진료과 내과계 124 48.63
외과계 131 51.37

근무 장소 병동 39 15.29
수술실 174 68.24
중환자실 23 9.02
기타 19 7.45

표 7 연구 대상자의 특성.

(N=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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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2.

가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협업의 차이는 표 에 제시하였다< 8>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유된 목표에서 대상자의 성별 에(t=2.692, p=.008)

따라 남성은 평균 점인데 비해 여성은 평균 점으로 남성의 점수가 유의하게3.72 3.40

더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균형에서 성별 에 따라 남성이 점. (t=4.393, p=.000) 3.55 ,

여성이 점으로 매우 유의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솔선수범의 차이2.95 .

에 대해서는 성별 에 따라서 유의하게 남성이 평균 점 여성이(t=3.245, p=.001) 3.87 ,

평균 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서는3.52 . (F=5.864, p=.003)

매우 유의하게 대가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 이상이 점으로 가장20 3.78 , 40 3.45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연령에 따라 대가 유의하게 대에 비. Bonferroni , 20 30

해 점 높게 나타났고 상당히 유의하게 대에 비해 점 높게 나타났다0.30 , 40 0.35 .

대상자의 근무 특성에 따른 공유된 목표에서 직위 에 따라(F=16.494, p=.000) SA/PA

의 평균 점수는 점이었고 일반 간호사는 평균 점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3.75 , 3.24

있었다 고용 형태 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평균 점인데 비해 비. (t=-2.805, p=.005) 3.40

정규직은 평균 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3.81

다 진료 과 에 따라 내과 계의 평균 점수는 점인데 비해 외. (F=-3.441, p=.001) 3.29 ,

과 계는 점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팀 인원수 에 따3.62 . (F=9.588, p=.000)

라 명인 그룹이 평균 점으로 평균 점인 명인 그룹에 비해 매우 유11~20 3.92 3.02 41~50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직위에서는 일반 간호사에 비해. Bonferroni ,

간호 관리자의 평균 점수가 점 높게 나타났고 의 점수는 점 높게 나타0.42 , SA/PA 0.51

났다 이들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인원에서는 명인. . 11~20

그룹이 명인 그룹에 비해 평균 점 높게 나타났고 명인 그룹이41~50 0.90 , 51~100 0.67

점 높게 나타났으며 명 이상인 그룹이 점 높게 나타났고 이들 평균 차이는, 100 0.59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책임과 역할에서 직위 에 따라 상당히 유의하게 의(F=3.771, p=0.005) SA/PA

평균 점수가 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 간호사의 점수가 로 가장 낮았다 고용4.30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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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는 유의하게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근무기(t=-2.293, p=0.023) .

간 에 따라 유의하게 년 미만이 로 가장 높았고 년이(F=4.933, p=0.027) 1 4.11 , 6~10

로 가장 낮았다 팀원 수 에 따라 매우 유의하게 명인 그3.52 . (F=5.041, p=.000) 11~20

룹이 점으로 가장 높았고 명인 그룹이 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료 과4.16 , 41~50 3.54 .

에 따라 매우 유의하게 점인 내과 계에 비해 외과계가 점(t=-3.246, p=.001) 3.63 3.96

으로 더 높았다 사후 검정 결과 직위에 따라 일반 간호사의 평균 점수. Bonferroni ,

가 의 점수보다 상당히 유의하게 점 낮게 나타났다 팀 인원에 따라SA/PA 0.63 . 41~50

명인 그룹에 비해 매우 유의하게 명인 그룹이 점 낮게 나타났고 상당히 유11~20 0.62 ,

의하게 명인 그룹이 점 낮게 나타났다51~100 0.61 .

보상의 균형을 보면 직위 에서도 매우 유의하게 점수가, (F=21.789, p=.000) SA/PA

평균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 간호사의 점수는 평균 점으로 가장 낮았다3.58 , 2.85 .

고용형태 에서는 정규직이 평균 점 비정규직이 평균 점으(t=-2.201, p=.029) 3.03 , 3.39

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근무기간 에. (F=4.461, p=.036)

따라 유의하게 년 미만의 대상자가 평균 점으로 가장 높았고 년이 평균1 3.41 , 6~10

점으로 가장 낮았다 팀원 수 에 따라서는 유의하게 명이2.60 . (F=3.045, p=.011) 11~20

점으로 가장 높았고 명이 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료 과3.40 41~50 2.79 . (t=-2.659,

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의하게 내과계가 점으로 외과계가 점인데 비해p=.008) 2.92 3.22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직위에 따라 매우 유의하게 일반 간호사. Bonferroni ,

그룹이 그룹에 비해 점 낮게 나타났다 팀 인원에 따라 상당히 유의하게SA/PA 0.73 .

명인 그룹이 명인 그룹에 비해 점 높게 나타났다11~20 41~50 0.61 .

솔선수범에서 직위 에서는 매우 유의하게 가 점으로 가(F=7.144, p=.000) SA/PA 4.14

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 간호사가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형태, 3.46 .

에 따라서 유의하게 정규직이 평균 점으로 비정규직 평균(t=-2.292, p=.023) 3.55

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봉 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하게 천만3.85 . (F=14.272, p=.000) 5

원 미만인 그룹이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만 원 이상인 그룹이 점으3.8 , 7 3.41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무 기간은 매우 유의하게 년 미만인 그룹이 점으로. 1 3.91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년 그룹이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팀원 수, 6~10 3.18 .

에서도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명인 그룹이 점으로(F=9.286, p=.000) , 11~2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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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고 명인 그룹이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료 과, 41~50 3.29 .

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하게 내과계가 평균 점으로 평균(t=-3.229, p=.001) 3.44 3.72

점인 외과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직위에 따라서는. Bonferroni , SA/PA

그룹이 매우 유의하게 일반 간호사 그룹에 비해서는 점 간호 관리자 그룹에 비0.68 ,

해서는 점 높고 유의하게 의사 그룹에 비해 점 높게 나타났다0.61 , 0.60 .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

일반적 성별

특성 남 3.72±0.76
**

3.85±0.86 3.55±0.91
***

3.87±0.69
***

여 3.40±0.79
**

3.79±0.82 2.95±0.87
***

3.52±0.70
***

연령 세( )

20~29 3.52±0.70 3.92±0.79 3.11±0.94 3.78
c
±0.73

***

30~39 3.33±0.87 3.72±0.87 3.08±0.92 3.50
b
±0.70

***

40≥ 3.57±0.75 3.78±0.78 3.01±0.85 3.45
a
±0.65

***

결혼여부

미혼 3.44±0.80 3.79±0.88 3.07±0.97 3.64±0.75

기혼 3.49±0.78 3.81±0.75 3.08±0.82 3.51±0.64

교육수준

전문대 3.63±0.64 3.74±0.71 3.18±0.95 3.84±0.63

대학 3.46±0.76 3.84±0.83 3.06±0.90 3.60±0.72

대학원 3.38±1.00 3.65±0.86 3.08±0.92 3.41±0.65

근무 직위

특성 일반 간호사 3.24
a
±0.79

***
3.67

a
±0.84

**
2.85

a
±0.90

***
3.46

a
±0.72

***

간호 관리자 3.66
b
±0.76

***
3.82±0.75

**
3.14±0.74

***
3.53

c
±0.62

***

의사 3.63±0.78
***

3.82±0.93
**

3.28±0.94
***

3.54
b
±0.66

***

SA/PA 3.75
c
±0.68

***
4.30

b
±0.73

**
3.58

b
±0.81

***
4.14

d
±0.58

***

병리사 3.80±0.67
***

3.86±0.46
**

3.43±1.07
***

3.91±0.74
***

고용형태

정규직 3.40±0.79
**

3.76±0.82
*

3.03±0.91
*

3.55±0.713
*

비정규직 3.81±0.69
**

411±0.81
*

3.39±0.84
*

3.85±0.63
*

표 8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협업.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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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협업.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

연봉(\1,000,000)

< 50 3.54±0.63 3.81±0.83 3.20±0.84 3.80±0.69
***

50~70 3.35±0.85 3.86±0.84 2.96±1.02 3.49±0.75
***

> 70 3.47±0.90 3.73±0.81 3.03±0.86 3.41±0.62
***

임금격차(\1,000,000)

< 5 3.61±0.68 3.94±0.93 3.27±0.86 3.72±0.60

5~10 3.37±0.75 3.63±0.69 2.97±0.83 3.54±0.70

10~30 3.40±0.91 3.91±0.87 3.00±0.95 3.60±0.74

30~50 3.51±0.16 3.87±0.82 3.04±1.03 3.62±0.84

> 50 3.57±0.12 3.67±0.81 3.30±0.89 3.43±0.71

근무기간 년( )

< 1 3.66±0.73 4.11±0.79
*

3.41±0.81
*

3.91±0.71
***

1~5 3.45±0.68 3.80±0.87
*

3.08±0.99
*

3.69±0.73
***

6~10 2.99±0.81 3.52±0.83
*

2.60±0.85
*

3.18±0.73
***

11~20 3.46±0.90 3.66±0.73
*

3.12±0.77
*

3.49±0.59
***

> 20 3.75±0.60 3.88±0.78
*

3.04±0.95
*

3.55±0.50
***

팀인원 명( )

10≤ 3.35±0.56
***

3.69±0.89
***

2.95±0.84
*

3.61±0.54
***

11~20 3.92
d
±0.61

***
4.16

a
±0.60

***
3.40

b
±0.76

*
4.04±0.55

***

21~40 3.42±0.65
***

3.69±0.78
***

3.11±0.99
*

3.40±0.75
***

41~50 3.02
a
±0.95

***
3.54

c
±0.89

***
2.79

a
±0.95

*
3.29±0.72

***

51~100 3.69
c
±0.62

***
4.15

b
±0.71

***
3.06±0.67

*
3.86±0.62

***

> 100 3.61
b
±0.72

***
3.74±0.89

***
3.26±1.01

*
3.53±0.64

***

진료과

내과계 3.29±0.86
***

3.63±0.80
***

2.92±0.89
**

3.44±0.69
***

외과계 3.62±0.68
***

3.96±0.82
***

3.22±0.90
**

3.72±0.70
***

근무장소

병동 3.65±0.62 4.03±0.89 3.05±0.81 3.74±0.60

수술실 3.44±0.83 3.78±0.83 3.05±0.92 3.56±0.71

중환자실 3.04±0.57 3.48±0.65 3.04±0.72 3.22±0.74

기타 3.68±0.78 3.95±0.76 3.34±1.17 3.99±0.66
*
p<0.05,

**
p<0.01,

***
p<0.001

사후 검정 결과임a<b<c<d : Bonferr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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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된 팀 성과.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된 팀 성과에 대한 결과가 표 에 나타나 있다< 9> .

성별 에 따라 유의하게 남성이 평균 점으로 점인 여성에 비(t=2.17, p=.031) 3.74 , 3.52

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 에 따라 상당히 유의하게 대가 점으. (F=4.649, p=.010) 20 3.7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가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상태 교육 수, 30 3.43 . ,

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 검정 결과 연령에 따라. Bonferroni ,

상당히 유의하게 대 그룹이 대 그룹에 비해 점 높게 나타났다20 30 0.29 .

직위 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하게 의 점수가 평균 점으로(F=5.159, p=.001) SA/PA 3.97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 간호사가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 형태, 3.42 .

( 에 따라 매우 유의하게 정규직이 평균 점으로 비정규직t=-3.726, p=.000) 3.51 3.95

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근무기간 은 유의하게 년 미만의 그룹이 평. (F=5.317, p=.022) 1

균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년 이상 그룹이 평균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3.87 , 21 3.6

났다 팀원 수 에서는 매우 유의하게 명인 그룹이 평균 점. (F=9.385, p=.000) 11~20 4.0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명인 그룹이 평균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21~40 3.30 .

료과 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하게 내과계가 점으로 외과계가(t=-3.428, p=.001) 3.42

3 점인 데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봉 임금격차 근무 장소 요인에서는 인식된 팀.70 . , ,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 검정 결과 직위에 따라 매. Bonferroni ,

우 유의하게 일반 간호사 그룹이 그룹에 비해 평균 점 낮게 나타났다 팀원SA/PA 0.55 .

수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하게 명인 그룹이 명인 그룹에 비해 평균 점, 11~20 21~40 0.71

높게 나타났고 명인 그룹에 비해 평균 점 높게 나타났으며 명 이상인, 41~50 0.64 , 100

그룹에 비해 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당히 유의하게 명인 그룹이0.56 . 51~100 21~40

명인 그룹에 비해 점 높게 나타났고 명인 그룹에 비해 점 높게 나타났0.49 41~50 0.4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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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변수 평균 표준편차 t/F p

일반적 성별

특성 남성 3.74 0.66 2.170
*

0.031

여성 3.52 0.65

연령 세( )

20-29 3.72
b

0.65 4.649
*

0.010

30-39 3.43
a

0.65

40≥ 3.56 0.64

결혼상태

미혼 3.57 0.70 0.165 0.869

기혼 3.56 0.60

교육수준

전문대 3.52 0.70 0.325 0.723

대학 3.58 0.65

대학원 3.50 0.69

근무 직위

특성 일반 간호사 3.42
a

0.64 5.159
**

0.001

간호 관리자 3.65 0.54

의사 3.62 0.79

SA/PA 3.97
b

0.55

병리사 3.64 0.80

고용형태

정규직 3.51 0.65 -3.726
***

0.000

비정규직 3.95 0.61

연봉(\1,000,000)

<50 3.63 0.63 0.467 0.495

50~70 3.48 0.70

>=70 3.57 0.65

임금격차(\1,000,000)

5≤ 3.62 0.72 0.543 0.462

5~10 3.48 0.62

10~30 3.67 0.64

30~50 3.58 0.73

표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된 팀 성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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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된 팀 성과9 .

변수 평균 표준편차 t/F p

50≥ 3.36 0.64

근무기간 년( )

< 1 3.87 0.62 5.317
*

0.022

1~5 3.49 0.68

6~10 3.26 0.58

11~20 3.54 0.59

21≥ 3.60 0.68

인원 명( )

10≤ 3.62 0.42 9.385
***

0.000

11~20 4.00
e

0.50

21~40 3.30
a

0.71

41~50 3.37
b

0.67

51~100 3.79
d

0.53

> 100 3.45
c

0.68

진료과

내과계 3.42 0.65 -3.428
**

0.001

외과계 3.70 0.64

장소

병동 3.77 0.50 0.787 0.376

수술실 3.54 0.65

중환자실 3.12 0.75

기타장소 3.87 0.63
*
p<0.05,

**
p<0.01,

***
p<0.001

사후 검정 결과임a<b<c<d<e : Bonferr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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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와의 상관관계3.

병원 의료진이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이 인식된 팀 성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를 구해보았다 표 은 지각하는 협업의Pearson’s Correraltion efficients . < 10>

네 가지 변수와 인식된 팀 성과의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나타Pearson

낸 것이다.

다섯 가지 변수들을 두 개씩 살펴볼 때 두 개 변수 간에 선형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정의 유의확률이 있다 이 유의확률은 모두 이므로 유의수준 에. 0.000 0.01

서 모두 선형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섯 가지 변수들 간에 선형 관련. ,

성이 유의하게 존재한다 선형 관련성의 정도를 상관계수로 살펴보면 솔선수범과 팀. ,

성과의 상관계수가 로 양의 선형 관련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공유된 목표0.641 ,

와 인식된 팀 성과의 상관계수가 으로 높다 즉 의료진이 지각하는 솔선수범과0.626 . ,

공유된 목표가 높을수록 인식된 팀 성과가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있다 지각하는 명.

확한 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과 인식된 팀 성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높은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각하는 협업의 구성요인인 공유된 목표 명확한. ,

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의 요인들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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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목표

명확한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

솔선

수범
팀성과

공유된목표
Pearson

상관
1

유의확률

양측( )

N 255

명확한
책임과역할

Pearson

상관
.516

**
1

유의확률

양측( )
0.000

N 255 255

보상의균형
Pearson

상관
.623

**
.402

**
1

유의확률

양측( )
0.000 0.000

N 255 255 255

솔선수범
Pearson

상관
.610

**
.642

**
.518

**
1

유의확률

양측( )
0.000 0.000 0.000

N 255 255 255 255

팀성과
Pearson

상관
.626

**
.607

**
.474

**
.641

**
1

유의확률

양측( )
0.000 0.000 0.000 0.000

　 N 255 255 255 255 255

상관관계가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양측**. 0.01 ( ).

표 지각하는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의 상관관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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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

가 지각하는 협업이 인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델 은 지각하는 협업이 인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이다 그1 .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인식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 11> .

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으로. , F=73.190(p<.001)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  로 의 설명력을 나타냈=0.532 53.2%

다 보상의 균형 외의 모든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인식된 팀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β부호가 모두 정 적이므로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 ,

임과 역할 솔선수범의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증가하면 인식된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된 목표( β 명확한 책임과 역할=0.302; β 솔선수범=0.264; β

보상의 균형은=0.266, p<.005). β 으로 인식하는 팀 성과에 유의한 영=0.043(p>.05)

향을 미치지 않았다.

Variable β p

공유된 목표 0.302 0.000

명확한 책임과 역할 0.264 0.000

보상의 균형 0.043 0.450

솔선수범 0.266 0.000

Notes: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Adj. R
2
: 0.532

표 지각하는 협업이 인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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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각하는 협업과 대상자의 특성이 인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델 는 지각하는 협업과 함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 특성이 인식하는 팀2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이다 결과는 표 에 나타났다 분석 결과. < 12> . ,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F=15.589(p<.001) .  으로 의=0.558 55.8%

설명력을 나타냈다.

근무 특성 중 고용형태는, β 로=0.121(p<.05) β부호가 정 적이므로 정규직에 비(+)

해 비정규직이 인식하는 팀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β

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인식된 팀 성과에 유의한 영=0.174(p<.05) ,

향을 미치고 있다. β부호가 정 적이므로 근무기간이 증가하면 인식된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인원은. β 로=-0.098(p<.05) β부호가 부 적이므로(-)

팀 인원이 많아질수록 인식하는 팀 성과는 낮아진다.

보상의 균형 외의 모든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인식된 팀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β부호가 모두 정 적이므로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 ,

과 역할 솔선수범의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증가하면 인식된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유된 목표( β 명확한 책임과 역할=0.228; β 솔선수범=0.233; β

=0.28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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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p

일반적 특성 성별 　 　

남성 0.024 0.649　

여성 ref

연령 -0.083　 0.359　

결혼상태 　 　

미혼 0.045 0.386　

기혼 ref

교육수준 　 　

전문대 -0.060 0.325

대학 0.033 0.607

대학원 ref

근무 특성 직위 　 　

일반 간호사 ref 　

간호 관리자 0.023 0.688

의사 -0.038 0.598

SA/PA -0.023 0.695

병리사 -0.076 0.191

고용형태 　 　

정규직 ref 　

비정규직 0.121 0.042

연봉 세전( ) 0.085　 0.290　

임금격차 0.029 0.575　

근무기간 0.174　 0.025　

인원 -0.098　 0.046　

진료과 　 　

내과계 -0.040 0.427

외과계 ref

장소 　 　

병동 0.055 0.254

수술실 ref

중환자실 -0.067 0.152

검사실 0.095 0.076

지각하는 협업 공유된 목표 0.228 0.001

명확한 책임과 역할 0.233 0.000

보상의 균형 0.094 0.109

솔선수범 0.289 0.000
Notes: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Adj. R
2
: 0.558

표 인식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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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1.

연구의 측정 도구는 척도 를 기준으로 송재준 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Likert 5 (2012)

지각하는 협업의 가지 요인에 대한 총 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지각하는 협업의4 15 .

하위요소인 공유된 목표요인은 의 학습이론을 기초로 개발한 비전 공유항Senge(1990)

목 문항을 사용하였다 명확한 책임과 역할 및 보상의 균형은 송재준과 김문중의 연6 .

구에서 검증된 각 문항을 사용하였다 송재준 김문중 그리고 솔선수범 요인2 ( , , 2012).

은 안명희 이춘우와 안명의 등이 개발한 척도로서 팀원과 팀 리더의 솔(2009), (2011)

선수범에 대한 측정 문항을 수정하여 팀 협업을 위해 팀 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식된 팀 성과는5 . 주관적 성과 측정결과와

객관적인 성과 측정결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Brewer &

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 도구로 주관적인Selden(2000)

성과를 측정하였다. 과 가 제시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 따라Henderson Lee(1992)

팀 구성원이 인식하는 개인적 만족감 수준과 더불어 팀 구성원이 팀을 인식하는 것으

로 분석하고자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과 가 제시한 두 개 문항과, Henderson Lee(1992)

신제구 임희정 이 제시한 세 가지 문항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999), (2005) , 5 .

연구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최윤수 의 선행 연구에서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 (2014)

였으나 의료진 외에 일반 행정직을 포함하여 상사와 부하 관계에 따른 조직성과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홍성원 등의 연구처럼 일반 기업 조직에서의 팀 성과에, (2010)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의료진들이 인식하는 팀 성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조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데에 비영리 기관으로서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의료기관도 일반 조직과 같이 성,

과를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 조직에서의 성과에 관.

한 측정 도구는 다양하게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일반 기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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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위해 개발된 도구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의료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

외에도 정성적 측정이 가능한 성과도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

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은 의료진들로써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의료계의 성,

과를 향상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

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지각하고 있는 조직 내 협업에 관해

연구하고 의료진들이 지각하는 협업 수준이 인식된 성과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 파악하여 의료현장에서 인식하는 팀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연구대상자를 의료진들

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병원을 살펴보면 국내 병원 중 기업병원 한 곳과 대학병원 한 곳, Big5

으로 두 곳을 선정하였고 지방의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 한 곳을 선정하였다 이, .

는 조직 문화에 따라 지각하는 협업의 정도와 인식된 팀 성과를 비교하고자 비슷한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고 그 중 간호사들의 조직몰입 이직 등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 ,

지하였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 연구는 이직률이 높은 간호 직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의사직의 연구는 임상연구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병원은 여러 직군이, .

함께 일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조직이다 선행 연구 이영주 에 나타난, . ( , 2016)

것과 같이 의사 간호사의 협력 관계가 의료 오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 ,

들 뿐 아니라 의료진들 모두를 대상으로 팀워크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

수행하였다 각 직군마다 여러 직위를 가진 대상자들을 연구하여 직군에 따른 비교.

분석도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2.

주관적 성과 측정 결과와 객관적인 성과 측정 결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다는 의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 의료진이 지각하는Brewer & Selden(2000)

조직 내 협업이 인식된 팀 성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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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각하는 협업의 구성요인인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보상의 균형 솔, , , ,

선수범의 요인들과 인식된 팀 성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의료진들이 지각하는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하는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의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

한 김진희 의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이들 변수의(2017)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상의 균형에서 성별에 따라 매우 유의하.

게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솔선수범에서도 유의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각하는 협업 수준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하게 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 20 , 40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젊은 층의 지각하는 협업이 높.

고 경력이 많아지는 대 이상의 지각하는 협업 점수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 40 .

상자의 근무 특성에 따른 공유된 목표와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의 지각하는 협업에서,

직위에 따라 의 평균 점수에 비해 일반 간호사가 매우 유의하게 낮았고 고용SA/PA ,

형태에 따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

직이 대부분인 인 것을 고려할 때 일관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진료 과에SA/PA .

따라 내과 계에 비해 외과 계가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이라는 하나.

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집도의 제 조수 제 조수 소독 순회 간호사 등 각자의, 1 , 2 , ,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있는 외과 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팀원 수에 따라.

매우 유의하게 명인 그룹이 가장 높았고 명인 그룹이 가장 낮았다 팀 인11~20 , 41~50 .

원수가 너무 많으면 팀원들이 목표를 공유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팀원들이 지각하는

협업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팀 인원수는 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솔선수범 영역11~20 .

에서 연봉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하게 천만 원 미만인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5 , 7

천만 원 이상인 그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무 기간은 매우 유의하게 년 미만인. 1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년 그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 6~10 .

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봉이 높아지므로 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한 연봉 천만 원 미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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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신규 의료진의 솔선수범 점수가 가장 높고 년 근무 경력을 가진 천만 원, 6~10 7

이상의 대상자의 솔선수범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해석할 있다 인식하는 팀.

성과에서도 직위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하게 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SA/PA ,

반 간호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따라 매우 유의하게 정규직이 비정규.

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팀원 수에서도 매우 유의하게 명인 그룹이 가장 높게 나. 11~20

타났고 명인 그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 간호부의 규모는 한 팀 당21~40 . 30

명 내외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일반 간호사의 점수가 낮았던 것과 연관된 결과로 생,

각된다 진료 과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하게 외과 계가 높게 나타났다 인식하는 팀. .

성과가 지각하는 협업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상관 분석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인식하는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

에 비해 비정규직이 인식하는 팀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증.

가할수록 팀원 수가 적을수록 인식된 팀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

에 비해 비정규직이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팀 성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팀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팀원 수가 많을수록 낮. , ,

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팀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정규직일수록 팀 인원, ,

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근무 기.

간이 길수록 인식하는 팀 성과가 높은데 현 부서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팀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팀 성과는 팀 구성원들이 느끼.

는 주관적인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모든 관련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송재준 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인식하는 팀 성과에 여(2013)

러 상황적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의 균형 외의 모든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인식된 팀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증가하면 인식된 팀 성과도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식된 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각하는 협업 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한 책임 보상의 균형 솔선수범 등의. , ,

요인이 다른 팀과 성과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임도학 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보(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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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균형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조직과 달리 병.

원 조직은 직군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크고 직군에 따라 업무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져 있기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구성원들에 있어서 보상의 균형이 인식하는 팀 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3.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일반적인 의료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 .

료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규모의 병원 의료진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

둘째 여러 직군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자의 직무 특성상 특수 부서에, .

근무하는 직군의 대상자가 많아 변수들이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간호 직군에 대한 연구이거나 행정직을 대상으로 병원, ,

조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여러 직군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조.

직의 성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이 연구에 대한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둘째 병원의 여러 의료진이 지각하는 병원 조직 내 협업 정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병원은 여러 전문 직종이 함께 협력하여 최상의 치료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구성원들이 타 부서 타 직종과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를 여러 각

도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의료진들이 인식하는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의료 기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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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Ⅵ

본 연구는 병원 의료진이 지각하는 협업 정도가 인식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협,

업 정도와 인식된 팀 성과를 분석하고 인식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하는 협업과 인식된 팀 성과에서 모두 일반 간호사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병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의료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간호사,

의 조직에 대한 인식은 조직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진들이 보상의 균형 외의 모든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인식된 팀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증가하면 인식된 팀 성,

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인식하는 팀 성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지각하는 협업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외에도 인식하는 팀 성과에 고용 형태 근무 기간 팀원 수가 영향을 미치는. , ,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의료진들이 인식하는 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고.

용 형태 근무 기간 팀원 수를 조절하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경영 성과, ,

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지각하는 협업 및 인식된 팀 성과가 팀 인원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

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조절 혹은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 간호사의 지각하는 협업과 인식하는 팀 성과가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

는데 일반 간호사의 어떠한 직무 특성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직무 만족, ,

과 연관지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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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식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각하는 협업 요인이, ,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지각하는 협업에 관련된 세부적,

인 요인을 분석하고 이 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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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33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원 의료진이 지각하는 조직 내 협업이 인지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설문입니다 응답에 다소 시간이 걸리.

더라도 귀하의 응답내용이 본 주제에 관련한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각 설문항목은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견해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

라며 귀하의 응답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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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상규:

연구자 정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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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협업A.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Collaboration) .

번호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V) .

번
호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우리 팀 부서 의 비전이 무엇인지( )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팀 부서 의 비전이 얼마나 가( )
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팀 부서 의 비전이 목적과 방( )
향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팀 부서 의 비전이 구성원들이( )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팀 부서 의 비전이 달성가능하( )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팀 부서 의 비전이 달성될 때( )
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팀원 부서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팀원 부서 구성원 들은 각자의 책임과( )
역할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성과에 대한 보상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성과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이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팀 부서 은 조직목표와 정책을 앞장( )
서서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12 팀원부서 구성원들은 상대방을 배려한( ) 다. ① ② ③ ④ ⑤

13 팀원 부서 구성원 들은 현장 지향적인 행( )
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팀원 부서 구성원 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 )
딪혔을 때 전체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팀원 부서 구성원 들은 각자에게 이익이( )
되지 않더라도 구성원 집단 전체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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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팀 성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B. 귀하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번호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V)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C. 귀하에 해당되는 번호.

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V) .

번호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이 산출하는 작업의 질은 우
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은 지금까지 주어진 목표를
잘 달성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은 지난번 팀 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성과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원들은 지금까지의 팀 성과
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① ②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 )

3 귀하의 결혼여부는 미혼 기혼? ① ②

4
귀하의 교육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석사 박사① ② ③ ④

기타 ( )⑤

5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방장 파트장 팀장 인턴( )① ② ③ ④ ⑤

전공의 임상강사 교수 기타SA/PA (⑥ ⑦ ⑧ ⑨ ⑩ )

6 귀하의 현 부서 근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만 년? ( )



- 46 -

7 귀하가 속한 팀 부서 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 ) ? ( )

8
귀하의 연봉 세전 은 얼마입니까( ) ?

천만 이하 천만 천만 천만 천만3 3 ~5 5 ~7① ② ③

천만 억 억 억 천만 억 천만 이상7 ~1 1 ~1 5 1 5④ ⑤ ⑥

9
팀원들의 연봉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만 이하 만 천 천 천500 500 ~1 1 ~3① ② ③
천 천 천 억 억 이상3 ~5 5 ~1 1④ ⑤ ⑥

10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① ②

11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진료과는 무엇입니까?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① ② ③ ④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안과⑤ ⑥ ⑦ ⑧
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⑨ ⑩ ⑪ ⑫
흉부외과 기타 ( )⑬ ⑭

12 귀하의 주 근무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기타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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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Intra-Organizational Collaboration Perceived by

Medical Staff on the Recognized Team Performance

Doo Rei Jung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u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Gyu Lee, M.D., Ph.D.)

 This study is to research correlation between the collaboration degrees that

medical staff perceive and the recognized team performance and then it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ecuring patient safety and improving medical care

quality. It surveyed medical staff in three tertiary general hospital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7 in 2020, and based on the questionnaires it

researched effects of collaboration degree that medical staff perceive on

recognized team performance. As a result, shared objectives, clear

responsibilities and roles, balance of rewards, and leading by exampl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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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on degree that medical staff perceive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cognized team performance. This

study found that depending on employment type, team performance that

non-regular workers perceive is much higher than regular workers. In addition,

as their work period is longer and their team members are fewer, their

recognized team performance is getting higher. This study verified that except

the balance of rewards every component of the collaboration degree that medical

staffs perceive influenced the recognized team performance significantly, and

when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on degree that medical staffs perceive

was increasing the recognized team performance was becoming higher too. It can

be assumed that except the balance of rewards every component of the 

collaboration degree that medical staff perceive influenced the recognized team

performance significantly, and when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on degree

that medical staff perceive was increasing the recognized performance was

becoming higher too. Depending on it, this study could derive that it is

necessary for improving team performance that medical staff recognize to seek a

plan to promote collaboration degrees that medical staff perceive.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employment type, work period, and the number of team

members could affect the recognized team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team

performance that medical staff perceive, adjusting optimal employment type,

work period, and the number of team members could bring positive results to

management performance tha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perceive. 

Key words: Perceived Intra-Organizational Collaboration, Employment Type, Work

Period, The Number of Team Members, Recognized Team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