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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비스기업의 종사자로서의 방사선사가 인지하는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유형을 분석하고 이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

다.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스트레스 요인의 자기신뢰와 사회적 역할수행, 감정노동의 외향

형, 직업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되었다. 직무만족은 자기신뢰가 높고 사회적역할수행이 많을수록, 감정노동이 외

향형일수록 직무만족이 낮았다. 의료기관종사자들의 감정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직무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Ⅰ. 서론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라 서비스기업의 종사자들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과거의 단

순한 기술위주에서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 경영의 동

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되었다[1]. 방사선사의 전

문인으로서도 복잡한 인간관계나 근무조건 및 진료대상자

의 서비스욕구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방사선사의 직무스

트레스가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보건분야에서 의료소비자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요구

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원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 직무만족은 이직율, 결근율 및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등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3] 의료기관종사자들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

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사선사가 인지하는 감정노동과 스트

레스 유형을 분석하고 이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의료기관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초자

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방사선사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유형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면연구이다. 

2012년 3월에 익산, 대전, 청주, 천안에 있는 종합병원과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위주로 연구목적을 설

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후 

2-3일 이내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모두 220부이었

고 이중 부적절한 응답지 20부를 제외한 200명을 최종분

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최종분석대상자는 남자가 124명

(62.0%), 여자가 76명(38%)이었고 평균연령은 35.53세

(±9.40, 범위 22-56세)이었다. 감정노동 측정도구는 

Wong과 Law의 5문항을 스트레스도구는 PWI-SF를 이용

하였다. 직무만족의 도구는 Hackman 등이 사용한 문항을 

기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dow 

19.0을 이용하여 각각의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의 차이는 Indipendent t-test 및 One 

way ANOVA분석 후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를 

시행하였다. 감정노동유형, 스트레스유형, 직무만족유형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였고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7점만점에서 전체평균은 3.10점으

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외향형 2.89점, 내재형 3.40점으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을 5점만점으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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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스트레스의 전체평균은 2.63점이었고 일반건강 

및 생명력(3.11점), 사회적역할수행(2.61점), 자기신뢰

(2.56점), 수면장애 및 불안(2.4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직무만족의 전체평균은 2.45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

  감정노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스트레스는 남자보다 여자가 유의하게 높았고

(p=0.012) 연령에서 20대군이 가장 높아 다른 군들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4). 근무지는 검진센터가 종합

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3. 감정노동,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과의 관련성

  방사선사의 감정노동 유형, 스트레스 유형, 직무만족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외향형 감정 

노동이 강할수록 자기신뢰(r=.205)요인이 높았고, 내향형

감정노동이 강할수록 수면장애 및 불안요인이 적었다

(r=-.160).

4.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한결과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스트레스요인으로는 자기신뢰와 사

회적 역할수행, 감정노동의 외향형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관련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직무만족은 자기신뢰가 높

고(β=.336, p<.0.001)와 감정노동이 외향형일수록(β

=.260, p<.001) 사회적역할 수행이 많을수록(β=.223, 

p=.002)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의 

설명력은 19.6%이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방사선사들이 직무 중 인지하는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을 분석하였다. 위의 결과를 감안하면 방사선사를 대상으

로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트레스를 조절함으로

써 직무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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