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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ssessed knowledge-based environments for knowledge management in hospital dietetic departments. 
This study categorized the current knowledge management environment into routine habits, capability, culture and 
system.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dieticians in general hospitals with 400 beds in Seoul and Gyeong-in areas. 
Excluding responses with significant missing data, 160 usabl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PSS package programs 
for the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average number of licensed beds in the hospitals 
was 717.5 and the average number of meals provided daily was 1,626.3. 53.2% of dieticians were aged between 
26 and 35. Of the maximum score of 5 points, habits scored 3.65±.44 points, capability scored 3.38±.44 points, culture 
scored 3.21±.46 points and system scored 2.77±.74 points. Hospitals with a high ratio of occupied beds also had 
significantly higher points in capability, culture and system. The older the group the higher points it scored in habits 
and culture. The married group scored higher points in habits while the higher educated group scored higher points 
in habits and capability. The dietitians in charge of clinical nutrition scored higher points in habit, capability and 
culture while the higher salaried group scored higher points in habit, culture and capability. Therefore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knowledge management in hospital dietetic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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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차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이 조직구성원이 보유한 창조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Grant, 1996), 21세기 무한경쟁 시

대에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조직 차원의 지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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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

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인 지식경영이 대두되게 되었다(포스코 경영연구소, 1998). 
최근 병원의 대형화, 현대화, 의료시장의 개방화 등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료공급 과잉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경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양

질의 의료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곽동경 외, 
2007), 많은 병원들이 진료의 질과 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급식 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식생활

의 향상과 외식산업의 발달로 기호가 고급화된 환자들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고(류은순, 1994) 전문적이

고 효율적인 환자급식 경영관리가 강조되면서 고객만족

은 물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

양한 경영활동이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양일선, 1999). 
지식경영은 1986년 유럽에서 경영자 회의나 학술회의

에서 공식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초

반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지식을 기업자원의 하

나로 인식하게 되면서 많은 조직에서 실제 이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Stewart, 1994),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일

부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의해 지식경영의 개념이 소개되

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서

울대학교 병원 등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의료기관들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이경선, 2006), 일반기업과는 달리 

병원계에서는 지식경영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병원에서 지식경

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원내부의 지식창

조와 지식공유 및 확산을 원활하게 하는 문화와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영준 외,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영양부서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지식경영의 일반적 이론과 병원 영양부서

에서의 지식경영의 의의를 살펴보고 지식경영 도입을 위한 

지식기반 환경 분석을 통한 지식경영 환경의 수준 및 단계

를 평가해 보고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영양사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이 지식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지식 및 지식경영의 정의

지식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수단으로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자산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권순재, 이건창, 
2009). Nonaka(1994)는 지식을 ‘정당화된 참된 신념’, 
Drucker(1993)는 ‘일하는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하거나 

또는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고 하여 지식이란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에 요

구되는 각각의 판단기준이나 의사결정, 개인 및 조직의 

경험, 업무수행 매뉴얼 등의 의미있는 행위기준’이라 정

의하였으며 Davenport et al.(1996)는 지식의 저장고를 

구축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식저장고에 있는 지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을 창출·공유·활용 등을 촉진

하는 제반 환경을 구성하고 이러한 지식을 자산으로 관

리하는 것이라 하였다. Nonaka와 Takeguchi(1995)는 

지식의 형태를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태지

(Explicit Knowledge)로 나누었으며, 특히 Krogh(1998)
는 현존하는 지식에 대한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

여 지식에 대한 정의를 형식지인 인지적인 관점

(congnitivist perspective)과 암묵지인 구조적인 관점

(constructionist perspective)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지식경영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것을 전 조직으로 

확산하며, 그것을 다시 상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형상화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Nonaka & Takeguchi,
1995), Ruggels(1998)는 '조직 내부 혹은 많은 경우 조

직 외부에 있는 노하우, 경험, 판단을 활동적으로 레버리

지 함으로써 가치를 더하거나 창조하는 접근'으로 정의하

여 지식경영은 조직이 지니는 지적 자산 뿐 아니라 구성

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

직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영이론이라 할 수 

있다. 

2. 지식경영에 관한 선행 연구

1990년대 이후부터 지식경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

었으며 단순히 이론적 논의단계에서 경영활동에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Brooking, 1996; 
Edvinsson, 1997; Quinn et al., 1996; Wiig, 1997). 지
금까지 진행된 지식경영 관련 연구는 지식 및 지식경

영에 대한 개념적 연구(Demarest, 1997; Nonaka, 
1994)와 제시된 이론적 근거 및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

한 연구(Davenport et al., 1998; Ruggles, 1998),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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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경영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식경영 

전략을 제시한 연구(이건창, 권순재, 2001; Wijnhoven, 
2000) 및 지식경영 성공요인과 지식경영 활동간의 관

계 혹은 지식경영 활동과 기업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김상수, 김용우, 2000; Hansen, 1999)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식경영 연구를 수행하는데 영

향을 미치거나 고려해야 할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

을 살펴보면 Lank(1997)는 지식경영의 성공은 조직원

들의 지식공유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고 지식공유는 인

터넷, 인트라넷 등의 기술로 더욱 활성화된다고 하였

고, Demarest(1997)는 지식경영의 차원을 지식창조

(construction), 지식전환(embodiment), 지식확산

(dissemination), 지식사용(use)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조직의 문화적, 조직적, 기술적 요

인을 들고 있다. Senge(1997)는 지식과 조직의 학습능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의 인식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며 조직 내·외간에 

서로 좋은 유대관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조직원

들의 인식변화 및 수많은 인내와 연습이 필요함을 강

조했다. Greengard(1998)는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조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상체계, 사용

자 교육, 인트라넷을 통한 의사소통 등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Leonard와 Sensiper(1998)는 암묵지의 가장 보편적

인 활용은 조직 내 문제해결, 문제찾기, 예측이라고 기

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경영 연구가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

서 진행되고 있다. 
권희영(1998)은 조직의 지식경영 준비도 측정 도구

개발 연구에서 문헌분석을 통해 전략(strategy), 과정

(process) , 문화 및 사람 (cul ture/people) , 기술

(technology)의 4차원에서 지식경영에 필요한 조직의 

요인들을 기술하고 19개의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김형

란(1999)은 ‘지식고도화 모형’을 기반으로 사람, 문화, 
제도, 프로세스, 기술의 5차원에서 총 22개의 측정항목

을 도출하여 조직의 지식경영 준비도 측정을 위한 도

구를 개발하였다. 신경주(2000)는 병원 직원들의 지식

경영에 대한 인지도 및 준비도를 측정하였으며, 최윤정

(2000)은 의료기관의 지식경영 위치를 파악하고 성과

측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지식경영 전략을 제시하였

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경영 성공전략 및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권혁기 외, 2009; 서도원 외, 2006)

들이 기업규모 및 업종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장대성 외(2002)의 연구에서는 잦은 브레인스토밍 

회의로 지식 친화문화를 빠르게 형성하고 고용원들간

의 개인적 접촉이 많은 것이 암묵지 단계에서 지식의 

이전과 분배를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호텔관광 분야에서는 호텔기업의 지식경영 도입이 

경영성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서철현, 2003), 호텔기업

의 지식경영전략에 관한 연구(문정희 외, 2007)가 있으

며 이호길(2004)의 관광호텔 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지적자본의 요인으로 

인적자본과 구조적 자본을 규명하였으며, 유희경 외

(2010)는 특급호텔의 지식경영시스템, 직원의 목표지

향성과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권순재, 이건창

(2009)은 관광산업에서 지식경영 활동이 지식경영 효

율성을 증가시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대한병원협회에 등록된 400병상 이상 종합

병원 및 경기도 일대의 중소병원 등 62개 병원의 영양사 

25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직

접 기록하도록 하였고 48개 병원에서 160부(회수율 

64.0%)를 회수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설문지 개발

김형란(1999)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병원급식에 종사

하고 있는 10명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후 보완하여 병원 영양부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병원의 구조적 특성 5문항,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식기반 

환경 분석을 위해 크게 습관, 능력, 문화, 제도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습관은 자기개발(3문항), 문제해결(4문

항), 타인관리(3문항)의 10문항, 능력은 정보수집(4문항), 
정보기술활용(7문항), 실행(4문항), 지식전달(3문항)의 

18문항, 문화는 창의성(4문항), 개방성(4문항), 다양성(3
문항), 신뢰성(5문항), 협력도(4문항)의 20문항,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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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2문항), 보상(3문항)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Cronbach' Alpha값은 0.93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3. 통계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

계량을 구하였고 병원 영양사의 습관, 능력, 병원의 문화, 
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병원의 구조적 특성

과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항목의 차이

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다중비교 방법

인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집단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병원 영양부서의 구조적 특성

조사대상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급식운영형태를 <표 1>
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허가 병상수는 평균 717.5병상이

었고, 가동 병상수는 평균 703.1병상이었으며, 병상가동율

은 평균 98.0%이었다. 조사대상 영양부서의 직원현황은 과

장 평균 0.58명, 계장(수영양사) 평균 0.50명, 주임(책임)영
양사 평균 0.27명, 일반영양사 평균 1.56명, 수련영양사 평

균 0.71명으로 나타났으며 제공하는 1일 환자식수는 평균 

1626.3식, 직원식수는 평균 966.8식이었다. 

급식운영 형태별로 살펴보면 환자식은 직영 62.5%, 위

탁 37.5%, 직원식은 직영 64.6%, 위탁 35.4%로 나타났다. 
김혜진(1997)의 연구에서 환자식 위탁 26.7%, 한상희

(1999) 연구에서 환자식 위탁 19.1%, 윤혜진(2000)의 환자

식 위탁 42.6%로 나타나 병원경영환경 악화로 원가절감 감

량경영이 필수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비의료 서비스부분을 

위탁함으로써 내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전념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높은 수

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병원측의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조사대상 병원의 구조적 특성

일 반 사 항 평균±표준편차  범  위

허가 병상수 717.47±387.87 79.00∼2414.00

가동 병상수 703.13±381.26 50.00∼2414.00

병상 가동율 98.00±0.95 58.00∼134.00

직원 현황

과장 0.58±0.55  0.00∼2.00

계장(수영양사)  0.50±1.00  0.00∼4.00

주임(책임 영양사) 0.27±0.58  0.00∼3.00

일반 영양사 1.56±1.89 1.00∼7.00

수련 영양사  0.71±1.25  0.00∼6.00

사무직 0.27±0.44  0.00∼1.00

  환자식수(1일) 1626.29±1257.75 150.00∼7800.00

  직원식수(1일) 966.69±593.61 80.00∼2700.00

<표 2> 영양부서 급식운영형태

구  분 운영형태 빈도수      백분율(%)

환자식
직  영 30        62.5

위  탁 18        37.5

직원식
직  영 31        64.6

위  탁 17        35.4

2. 조사대상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에 제

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 전원이 여성이며 연령별로

는 25세 미만 34명(21.2%), 26세∼35세 85명(53.2%), 
36세 이상 41명(25.6%)으로 평균 31.6세였으며, 결혼여

부는 기혼 76명(47.6%), 미혼 84명(52.4%)으로 나타났

다. 최종학력은 대졸 91명(56.8%)으로 제일 많았고, 대

학원재학 및 졸업 53명(33.1%), 전문대졸 16명(10.1%)
으로 나타났다. 최미영(1986)의 연구결과 전문대졸 

21.6%이었던 것에 비해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

상으로 한 윤혜진(2000)의 연구에서는 6.9%, 중소병원

을 포함한 본 연구에서는 10.1%로 나타나 병원영양사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직장의 근

무경력이 있는 영양사는 3년 미만 84명(52.0%), 3년에

서 7년 미만 62명(39.0%), 7년 이상 14명(9.0%)으로 나

타났다. 현 직장의 근무경력은 3년 미만 56명(35.0%), 3
년∼10년 미만 74명(46.2%), 10년 이상 30명(18.8%)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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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처음 직장에서 3년 미만일 때 이직율이 가장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였다. 

<표 3> 조사대상 병원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 구   분 빈도수
백분율

(%)

성 별
여   160 100.0
남     0   0.0

나 이

25세 미만    34  21.2
25∼35세 미만    85  53.2

35세 이상    41  25.6

결 혼
기  혼    76  47.6
미  혼    84  52.4

학 력

전문대졸    16  10.1
대졸    91  56.8

대학원재학 및 졸업    53  33.1

근무경력
(전직)

  3년 미만    84  52.0
  3∼7년 미만    62  39.0

  7년 이상    14   9.0

근무경력
(현직)

3년 미만    56  35.0
3∼10년 미만    74  46.2

10년 이상    30  18.8

고용형태

정규직   146  91.2
계약직    11   6.9

임시직 및 시간직     3   1.9

근무시간

44시간 이하    87  54.4
45∼50시간 이하    35  21.8

51시간 이상    34  21.3
무응답     4   2.5

자격증*

조리사 89    55.6
영양사 160 100.0

임상영양사 72 45.0
기타 22 13.8

업무형태

제반업무관리 36 22.5
급식관리 48 30.0

임상영양관리 15  9.4
급식+임상영양관리 61 38.1

수련경력
및 기간

무 41 25.6
6개월 이하 82 51.3
7개월 이상 37 23.1

연 봉

1000만원 미만  7 4.4
1000∼1500만원 미만 31 19.4
1500∼2000만원 미만 40 25.0
2000∼2500만원 미만 33 20.6
2500∼3000만원 미만 20 12.5

3000만원 이상 29 18.1
    합    계 160 100.0

고용형태는 정규직 146명(91.2%), 계약직 11명

(6.9%), 임시직 3명(1.9%)으로 대부분의 영양사가 정규

직으로 나타나 조리종사자를 포함한 임현숙(1994)의 

81.6%, 김혜진(1997)의 83.8% 보다 높았다. 1주당 근무

시간은 44시간 이하 87명(54.4%), 45∼50시간 35명

(21.8%), 51시간 이상 34명(21.3%)으로 응답자중 69명

(43.1%)이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에 있어 영양사자격증은 응답자 모두가 

소지하고 있었고, 조리사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는 영양

사가 89명(55.6%),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는 영양사가 72명(45.0%)이었다. 이외에도 22명

(13.8%)이 워드 프로세서 등의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병원영양사들의 급식 및 임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기개발의 결과라 보인다. 담당업무의 형

태는 제반업무관리 36명(22.5%), 급식관리 48명(30.0%), 
임상영양관리 15명(9.4%), 급식 및 임상영양관리 61명

(38.1%)이었다. 수련경력은 있는 경우가 119명(74.4%)이
었고, 없는 경우가 41명(25.6%)이었다. 수련기간은 평균 

6.8개월로 나타났다. 연봉은 1,000만원 미만 7명(4.4%), 
1,000∼1,500만원 미만 31명(19.4%), 1,500∼2,000만원 

미만 40명(25.0%), 2,000∼2,500만원 미만 33명(20.6%), 
2,500∼3,000만원 미만 20명(12.5%), 3,000만원 이상 29
명(18.1%)으로 나타났다.

3. 병원 영양사의 지식기반 환경 분석 

조사대상 병원영양사의 지식기반 환경의 항목별 분석

을 <표 4>에 제시하였다.

1) 습관

병원 영양사의 습관에 대한 항목 중 문제해결습관이 

3.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중요도에 따라 

가장 급한 일부터 한다가 4.3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영양사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 자체가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해결 과정이므로 문제해결을 잘하

고 있는 영양사는 이미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영양사들의 문제해결습관 정도가 높은 것을 볼 

때 지식의 활용도가 높고 지식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관리습관은 다른 사람과 좋

은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

로 직장동료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가 3.98점으

로 높아 영양사들이 타인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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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병원영양사의 지식기반 환경 항목별 분석

구분 측정항목 내   용 평균±표준편차

습
관

자기개발습관

교육은 내가 신청한다. 3.79±0.94

한 달에 1번 이상은 교육을 받는다. 2.91±1.11

업무 관련 이외의 학습을 한다. 2.76±1.13

소   계 3.16±.75

문제해결습관

중요도에 따라 가장 급한 일부터 한다. 4.30±.66

일을 할 때, 반드시 계획을 세운다. 4.00±.66

계획을 세운 일은 반드시 추진한다. 3.85±.60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 노하우를 개발한다. 3.71±.70

소  계 3.96±.50

타인관리습관

직장동료와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3.98±.54

타인에게 친절하다 3.83±.60

다른 사람 칭찬을 자주 한다. 3.65±.59

소  계 3.82±.46

평  균 3.65±.44

능
력

정보수집능력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한다. 3.63±.77

업무와 관련된 책, 잡지 등을 구독한다. 3.55±.88

동호회, 회식자리에서 동료들의 노하우, 비결을 얻는다. 3.15±.85

소  계 3.26±.57

정보기술
활용능력

문서작업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3.90±.86

지식을 관리하는데 컴퓨터는 필수적이다. 3.90±.93

인터넷/PC통신 사용에 익숙하다. 3.81±.86

운영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다. 3.76±.85

인터넷/PC통신, 원내 게시판에서 얻은 노하우, 비결을 PC에 저장하거나 메모한다. 3.53±1.00

스프레드시트 사용에 익숙하다. 3.41±1.04

기초데이터를 여러가지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 한다. 3.38±.99

소  계 3.67±.71

실행능력

아이디어 실행이나 업무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 3.38±.77

아이디어 확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3.08±.83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2.88±.90

소  계 2.92±.61

지식전달능력

남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편이다. 3.81±.62

내가 작성한 문서, 보고서를 타인이 잘 이해 한다. 3.80±.55

프리젠테이션을 잘 한다. 3.36±.78

소  계 3.66±.50

평  균 3.38±.44



병원 영양부서의 지식경영 도입을 위한 영양사의 지식기반 환경에 대한 인식 분석 7

- 725 -

구분 측정항목 내  용 평균±표준편차

문
화

창의성

병원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3.43±.95

회의 때, 자신의 의견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3.22±.80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2.96±.92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때 필요한 자원을 얻기 쉽다. 2.66±.87

소   계 3.07±.71

개방성

동료들이 협력을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4.00±.63

동료와의 대화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이다. 3.85±.65

동료가 내 업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환영 한다. 3.70±.59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3.66±.60

소   계 3.80±.46

다양성

동료들과 업무 이외의 일로 만난다. 2.76±.89

비공식적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2.65±.87

동료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질 기회가 많다. 2.60±.84

소   계 2.67±.76

신뢰성

동료가 나의 지식을 요청할 때 쉽게 제공할 수 있다. 3.71±.61

내가 동료에게 제공하는 지식은 잘 이용될 것이다. 3.61±.56

동료들과의 대화내용에 있어 문책 당할 염려 없이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다. 3.55±.78

동료가 제공하는 지식은 믿을만하다. 3.54±.58

동료들에게 정보, 지식의 요구가 쉽다. 3.23±.81

소   계 3.53±.48

협력도

타부서간의 협력이 자주 일어난다. 3.20±.94

타부서의 도움 요청이 용이하다. 3.03±.91

타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시, 신속하게 처리된다. 2.92±.90

타부서의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2.78±.85

소   계 2.98±.77

평   균 3.21±.46

제
도

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평가가 이루어진다. 2.93±.85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면 평가가 이루어진다. 2.91±.78

소   계 2.92±.77

보상

지식의 창조와 학습이 승진이나 보상에 영향을 준다. 2.79±.94

지식의 공유가 승진이나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 2.71±.88

원내/외부 인증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보상이 있다. 2.38±1.07

소   계 2.62±.88

        평   균 2.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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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항목 빈도수
백분율

(%)

능력

정보
수집
능력

새로운 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넷/PC통신 사용시간

전혀 없다/일 4 2.5
 30분 미만/일 66 41.2

 30분∼1시간 미만/일 64 40.0
1시간∼2시간 미만/일 20 12.5

2시간 이상/일 6 3.8

실행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의 활용 정도

0회 16 10.0
1회∼5회 93 58.1
6회∼10회 29 18.1

11회 이상 22 13.8

 문화 다양성
업무에 대한 

조언자

소속 부서(팀) 동료 65 40.6
직속상사 52 32.5

소속 부서(팀)외의 다른 동료나 상사 22 13.8

외부 전문가 12 7.5
본인 혼자서 처리 5 3.1

 기타 4 2.5

자기개발습관은 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습관으로 평균 3.1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업무 관련 이외의 학습을 한

다가 2.76점으로 가장 낮아 대부분 영양사들이 업무와 

관련한 교육은 스스로 신청해서 받고 있으나, 업무 이외

의 교육은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부서의 

지식경영 도입을 위한 영양사들의 습관은 평균 3.65점으

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지식 기반 조성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능력

지식활용 능력은 지식을 습득, 저장, 활용, 공유하는데 필

요한 정보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정보기술 활용으로 볼 때 문

서작업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지식관리에 컴퓨터가 필수적

이다가 3.90점으로 가장 높아 정보기술 활용능력은 영양사

들이 익숙하고 지식을 형식지화하는 정보기술의 사용이 보

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식전달능력에서 남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편이다가 3.81점으로 높아 영양사들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능력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의 업무활용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호회

나 회식자리에서의 정보수집은 3.15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표 5>과 같이 인터넷/PC통신 사용시간은 하

루 평균 1시간 미만 사용이 83.7%로 나타나 영양사들이 많

은 시간을 인터넷/PC 통신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표 5> 조사대상 영양사의 능력 및 문화의 명목변수 항목

자신의 아이디어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실행으로 옮긴다

는 3.38점으로 높은 것에 비해 아이디어 수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2.88점으로 가장 낮아 시간 투자, 새로운 아

이디어 실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디어를 부서에 제안하여 활용

된 횟수는 <표 5>와 같이 5회 이하가 68.1%로 나타났

다. 능력전체 평균은 3.3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지식경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3) 문화

병원의 지식창조 문화의 개방성에서 동료들이 협력을 

원한다면 받아들인다가 4.00점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

의 영양사들이 타인의 업무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해결 시 서로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활동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문화형태로 조직구성원들간에 혹은 부서간에 말, 약속, 
문서, 지식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신뢰적 문화 형성

인 신뢰성 정도는 평균 3.53점, 특히 동료에게 나의 지식

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가 3.71점으로 지식공유를 위한 

동료들간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여 문제를 해

결하려는 창의성 정도는 3.07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고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2.66점으로 가장 낮아 아이디

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율권 및 물적 인적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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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습관 능력 문화 제도 총점

가동
병상수

400미만(N=26) 3.68±.49ab 3.36±.50 3.11±.61 2.78±1.19 3.23±.58

400∼800 미만(N=82) 3.59±.44a 3.35±.47 3.21±.47 2.83±.61 3.25±.39

800이상(N=36) 3.81±.41b 3.50±.34 3.25±.41 2.66±.65 3.30±.35

F-value 3.12＊ 1.31 .66 .61 .29

병상
가동율

100%미만(N=45) 3.59±.51 3.23±.52a 3.06±.51a 2.57±.74a 3.11±.46a

100%(N=46) 3.71±.43 3.45±.39b 3.21±.51ab 2.81±.90ab 3.29±.43ab

100%이상(N=53) 3.69±.42 3.49±.42b 3.33±.42b 2.94±.58b 3.36±.34b

F-value .75 6.01＊＊ 3.75＊ 2.42＊ 4.65＊

환자식수

1100식 미만(N=35) 3.82±.42a 3.48±.46 3.34±.51 2.95±1.01 3.39±.46

1100∼1500식 미만(N=42) 3.56±.43b 3.40±.42 3.17±.51 2.84±.57 3.24±.37

1500식 이상(N=38) 3.66±.50ab 3.34±.53 3.20±.46 2.75±.65 3.23±.44

F-value 3.40＊ .89 1.36 .54 1.69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 내의 빠르고 정확한 업

무 수행을 위한 지식공유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협력도 

정도는 평균 2.98점, 타부서의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해

결을 한다는 2.7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여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조직원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다양한 정도

를 알아보는 다양성은 동료들과 업무 이외의 일로 만난

다가 2.76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영양사들이 비공식적

이고 사적인 모임을 가질 기회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

로 동호회활동, 회식 등의 모임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표 5>와 같이 영양사들은 소속 부서

(팀) 동료(40.6%)에게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은 조언을 구

하며, 직속상사(32.5%), 부서외 다른 동료나 상사

(13.8%), 외부 전문가(7.5%) 순이었다. 문화에 대한 전

체 평균은 3.21점으로 전체적으로 조직문화를 볼 때 병

원내의 개방성과 신뢰성의 정도는 높게 나왔지만 문화의 

창의성이나 다양성, 협력도면에서는 그 정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이나 의견을 믿고 받아들일 

준비는 잘 되어 있는 반면, 직접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어 

형식화하고 공유,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

화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 또는 타부

서의 신뢰성의 정도가 아주 높고 자신들의 문제해결 시 

타인이나 타부서의 지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서로 협조하는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지식기반환경 분석

                                 *p<.05, **p<.01 

4) 제도

지식활동에 따른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 제도에서 아이디어 실행 후 평가가 이루

어진다가 2.91점으로 교육·훈련을 받거나 아이디어를 실

행에 옮긴 경우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에서는 자

격증 소지시 보상이 있다가 2.38점으로 가장 낮아 지식

의 창조 및 공유, 자격증 소지에 따른 보상체제가 잘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전체가 2.77점으

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을 보면 지

식의 창조 및 공유, 교육훈련, 자격증 소지에 따른 적절

한 평가 및 보상제도가 병원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4.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지식기반 환경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지식기반환경 분석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는데 병원의 가동병상수를 400병상 

미만, 400∼800병상 미만, 800병상 이상으로 나누어 집

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800병상 이상 집단이 400∼
800병상 미만에 비해 습관에서 유의적으로(p<.05)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가동병상수가 800병상 이상의 대

형병원 영양사들이 스스로 지식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병상가동율(가동병상수/허가병상

수)을 100%미만, 100%, 100%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100%이상이 100%미만에 비해 능력(p<.01), 문
화(p<.05), 제도(p<.05), 총점(p<.05)에서 유의적으로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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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습관 능력 문화 제도 총점

연령

25세 미만(N=34) 3.39±.42a 3.26±.41 2.98±.44a 2.84±.76 3.11±.41a

26∼35세 미만(N=85) 3.63±.40b 3.37±.41 3.21±.40b 2.80±.77 3.25±.38ab

36세 이상(N=41) 3.91±.45c 3.50±.53 3.42±.53c 2.67±.68 3.37±.44b

F-value 15.73*** .52 9.92*** .92 3.37*
결혼
여부

기혼 (N=76) 3.77±.43 3.39±.49 3.26±.47 2.63±.67 3.26±.41
미혼 (N=84) 3.54±.44 3.38±.41 3.16±.45 2.90±.79 3.24±.41

T-value 10.68*** .70 2.21 4.94* .06

학력

전문대졸 (N=16) 3.31±.48a 3.02±.35a 2.89±.53a 2.25±.72a 2.86±.39a

대졸 (N=91) 3.59±.42b 3.33±.41b 3.17±.42a 2.82±.74b 3.22±.37b

대학원재/졸업 (N=53) 3.87±.39c 3.59±.44c 3.38±.48b 2.86±.71b 3.42±.39c

F-value 13.37*** 13.58*** 9.37*** 4.14* 13.63***

직위

과장 (N=21) 4.01±.40a 3.55±.46 3.61±.53a 2.77±.60 3.48±.40a

계장 (N=23) 3.92±.40ab 3.60±.49 3.31±.50ab 2.79±.83 3.40±.43ab

주임 (N=30) 3.67±.41bc 3.32±.40 3.12±.43b 2.53±.75 3.16±.39b

영양사 (N=85) 3.49±.40c 3.30±.42 3.12±.41b 2.87±.74 3.19±.38b

F-value 13.85*** 2.40 7.78*** 1.57 4.62**

업무
형태

제반업무 (N=36) 3.84±.40a 3.39±.49ab 3.37±.50a 2.63±.64 3.31±.40ab

급식관리 (N=48) 3.36±.40b 3.19±.37ab 3.04±.41b 2.80±.75 3.09±.37ab

임상영양 (N=15) 3.82±.40a 3.64±.55b 3.29±.33ab 2.88±.71 3.40±.40b

급식+임상 (N=60) 3.71±.42a 3.46±.40b 3.24±.49ab 2.81±.80 3.30±.42
F-value 12.23*** 4.68** 4.46** .76 3.66**

소속
병원 (N=31) 3.74±.43 3.41±.40 3.23±.50 2.74±.67 3.27±.40
위탁 (N=45) 3.48±.42 3.34±.37 3.15±.36 3.01±.73 3.24±.34

T-value 6.63* .15 .71 2.98 .14

연봉

1500만원 미만(N=38) 3.39±.44a 3.26±.37a 3.02±.43a 2.80±.93 3.11±.42a

1500∼2500만원 미만(N=73) 3.60±.37b 3.34±.44a 3.17±.42a 2.76±.69 3.21±.37b

2500만원 이상 (N=49) 3.93±.42c 3.54±.47b 3.41±.48b 2.77±.68 3.41±.41b

F-value 20.24*** 5.15** 9.09*** .04 6.41**

전
직장
경력

3년 미만 (N=84) 3.69±.43 3.33±.46 3.24±.29 2.91±.54 3.29±.27
3∼7년 미만 (N=62) 3.99±.23 3.42±.24 3.32±.20 2.57±.52 3.32±.20

7년 이상 (N=14) 3.82±.36 3.41±.39 3.42±.33 2.78±.42 3.35±.29
F-value 1.29 .03 .85 .97 .14

현
직장
경력

4년 미만 (N=56) 3.54±.34a 3.36±.35 3.21±.31 2.64±.56 3.18±.28
4∼8년 미만 (N=74) 3.78±.39b 3.42±.46 3.22±.47 2.75±.81 3.29±.44

8년 이상 (N=30) 3.90±.37b 3.50±.41 3.37±.49 2.71±.66 3.37±.38
F-value 7.23*** .43 1.42 .31 1.69

이는 병상가동율이 높은 병원이 경영상태가 좋아 지식

기반환경 여건이 좋고, 지식을 습득·저장·활용·공유하는 

정보기술이 갖추어져 있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식

수별 기준으로 1,100식 미만, 1,100∼1,500식 미만, 
1,500식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100식 미만이 

1,100∼1,500식 미만에 비해 습관에서 유의적으로

(p<.05)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1,100식 미만의 병원 영

양사는 식사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업무량이 적어 자

기개발시간이 많고 타인을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표 7>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식기반환경분석

*p<.05, **p<.01, ***p<.001

5.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식기

반환경 분석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측정항목

별 지식기반환경은 <표 7>에서와 같이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위, 업무형태, 연봉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연령별로 25세 미만, 26∼35세 미만, 36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습관(p<.001)과 문

화(p<.001)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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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왕성한 지식활동 습관을 

가지고 있고 지식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병원의 

조직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6세 이상이 능

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제도에서는 25세 미만

이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25세 미만은 직장 경력이 

짧고 직장에 적응하려는 단계여서 제도에 비교적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 많은 집단은 경력이 많아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병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여부에 따른 차

이에서는 기혼이 습관(p<.001)에서 미혼은 제도(p<.05)에
서는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기혼이 미

혼인 경우보다 연령이 높아 습관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생각되고 제도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평가/보
상제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재 또는 졸업인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습관(p<.001), 능력(p<.001)은 고

학력일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문화(p<.001)에서는 

대학원재 또는 졸업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제

도(p<.05)에서는 대졸이상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경영에 대한 이해가 깊고 뛰어난 지

식활동 습관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고학력화 되어가고 있는 영양사들의 추세를 보면 영

양부서의 지식경영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과장, 계장, 주임, 영양사로 직위를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습관(p<.001)과 문화(p<.001)에서 직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과장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업무형태를 제반업무관리, 급식관리, 임상영양관

리, 급식 및 임상영양관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습관

(p<.001), 능력(p<.01), 문화(p<.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제반업무가 급식관리에 비해 습관과 문화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위가 높은 영양사들이 제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별 분석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

며 상대적으로 급식관리 업무는 직위 및 연령이 낮은 영

양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상영양관리

를 수행하는 영양사들이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

데 임상영양업무가 급식관리 업무에 비해 좀 더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업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속을 병원, 
위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병원 소

속 영양사가 위탁사 영양사보다 습관(p<.05)에서 유의적

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위탁사 영양사의 경우 

병원측 영양사보다 그 인원이 적어 근무시간이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자기개발습관이나 타

인관리습관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이라 생각

되어진다. 연봉을 1,500만원 미만, 1,500∼2,500만원 미

만, 2,500만원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습관은 연봉이 높

을수록 유의적인(p<.001) 차이가 있었으며 연봉 2,500만

원 이상에서 능력(p<.01), 문화(p<.001)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봉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고, 직위가 

높으며, 연령이 높아 왕성한 지식활동 습관을 가지고 있

고 지식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병원의 조

직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직경력을 3년 미만, 3∼7년 미만, 7년 이상인 세 집

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집단간의 유의한 차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습관과 능력에서는 3∼7년 미만의 점수가 높

고, 문화에서는 7년 이상의 점수가 높고, 제도에서는 3
년 미만의 점수가 높았다. 현직경력을 4년 미만, 4∼8년 

미만, 8년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현직장 경력 

4년 이상이 습관(p<.001)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직장경력이 많을수록 직위가 높으며, 연령이 높아 

지식활동 습관 및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개

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생

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병원 영양부서의 지식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지식기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경영환경을 습관, 능

력, 문화, 제도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지

식경영의 수준 및 단계를 평가하고자 하였고, 습관, 능력, 
문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의 구조적 특성, 영양사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영양부서의 지식

경영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

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 경인지역 400병상 이

상의 종합병원과 경기도 일대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50부

를 배부하여 160부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병원 및 영양부서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병원의 허가 병상수는 평균 717.5병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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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동병상수는 평균 703.1병상이었으며, 병상 가동율

은 평균 98.0%이었다. 직원현황으로는 과장은 평균 0.58
명,  계장(수영양사) 평균 0.50명, 주임(책임)영양사 평균 

0.27명, 일반영양사 평균 1.56명,  수련영양사 평균 0.71
명이며, 1일 급식인원은 환자식 평균 1,626.3식, 직원식 

평균 966.7식이었고, 급식운영 형태는 환자식 직영 

62.5%, 위탁 37.5%, 직원식 직영 64.6%, 위탁 35.4%이

었다.

2. 조사대상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영양사는 모두 여성이었고, 나이는 26세∼35
세가 85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 47.6%, 미혼 

52.4%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자가 91명(56.8%)으로 가

장 많았고, 대학원재학 이상도 53명(33.1%)나 되었다. 현
직 경력은 3년 미만 35.0%, 3년∼10년 미만 46.2%, 10
년 이상 18.8%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91.2%가 정규직

이었고,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이 54.4%이었고, 43.1%
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영양사 자격증은 모두 소지하였고 임상영양사 자격

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는 영양사도 45.0%나 되었다. 담

당업무는 제반업무 22.5%, 급식업무 30.0%, 임상영양업

무 9.4%, 급식 및 임상영양업무 38.1%이었고, 수련경력

은 있는 경우가 74.4%이었다. 연봉은 1,000만원 미만 

4.4%, 1,000∼1,500만원 미만 19.4%, 1,500∼2,000만원 

미만 25.0%, 2,000∼2,500만원 미만 20.6%, 2,500∼
3,000만원 미만 12.5%, 3,000만원 이상 18.1%로 응답하

였다.

3. 병원 영양사의 지식기반환경 분석

병원영양사의 문제해결습관이 3.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관리습관 3.82점으로 나타났고, 습관전

체는 3.6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영양사들이 업무 

이외의 교육을 받는 정도가 적어 자기개발습관은 3.16점

으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 영양사의 능력은 정보기술 활

용능력은 3.67점, 지식전달능력은 3.66점으로 높게 나타

났고, 정보수집능력은 3.26점, 실행능력 2.92점으로 비

교적 낮게 나타났다. 병원의 지식창조 문화는 개방성 

3.80점, 신뢰성 3.5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창의성 3.07
점, 협력도 2.98점, 다양성 2.6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의 제도는 평가 2.92점, 보상 2.62점으로 모두 낮게 

나타났다.

4.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지식기반환경

조사대상 병원의 가동병상수별 측정항목은 800병상 

이상의 집단이 습관에서 유의적으로(p<.05)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병상가동율별은 100% 이상이 능력(p<.01), 문
화(p<.05), 제도(p<.05), 총점(p<.05)에서 유의적으로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환자식수별 측정항목은 1,100식 미

만의 집단이 습관에서 유의적으로(p<.05) 높은 점수를 나

타냈다.  

5.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식기

반환경 분석

조사대상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

이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습관과 문화에서 유의적으로

(p<.001)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습관

에서 유의적으로(p<.001)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제도

에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유의적으로(p<.05)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력이 높을수록 습관(p<.001), 능력(p<.001)
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직위별로는 계

장이상의 직위가 높은 집단이 습관과 문화에서 유의적으

로(p<.001)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업무별로는 임상영양

업무 집단이 습관(p<.001), 능력(p<.01), 문화(p<.01)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연봉이 높을수록 

습관(p<.001)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연봉 2,500만원 이

상인 집단에서 문화(p<.001), 능력(p<.01)에 있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영양사 개인의 습관과 능력은 높은 반면에 병원의 

구조적 특성요인인 문화와 평가·보상제도가 낮게 나타나 

병원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 병원 영양부서의 지식기반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분석 결과 습관, 능력, 문화에 인구사회학적인 특

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 영양사 개개인이 지식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창조적인 지식활동, 자발적인 지식공

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관차원에서의 인적 능력의 개

발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

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들이 조직 내 지식활동에 초점을 

둔 ‘지식순환 4단계’ 모형을 기반으로 연역하여 도출되

어, 병원 전략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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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가 개발되어, 구체적이고 다양한 변수의 설정과 지

속적인 연구 및 추후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 지식경영 환경, 지식경영, 병원,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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