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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f hospital administrator based on the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method.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to 

extract the duties, tasks consisting of job of hospital administrator and to 

investigate levels of importance, difficulty, frequency and entry level on each task, 

and to make out a job model of hospital administrator. A DACUM committee was 

composed to analyze job of hospital administrator and the committee members 

were total 9, a facilitator, 7 hospital administrator and a record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the followings; first, duties in job of 

hospital administrator were total 13, which were organization of hospital 

administration affair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general affairs, 

personnel management, hospital planning & management, medical quality 

improvement, hospital financial affairs, logistics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computerized system management, education & study supports,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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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cooperation, public relations . And total tasks in job of hospital 

administrator were 97.

Second, the tasks which were important, difficult, frequent and essential in entry 

step of occupation were receiving medical fees , managing inpatient & outpatient, 

reviewing & assessmenting medical fees, charging for medical service, 

labor-management relations, managing hospital accounts, settling hospital accounts, 

purchasing logistics, managing logistics, managing hospital information system, 

managing hospital database.

Third, a job model of hospital administrator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DACUM job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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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의료계는 WTO의‘도하개발 아젠다협상’에 의해 의료시장 개방과 더

불어‘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허용,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외국병원과 경쟁하기 위

해 의료시설 및 장비 등에 많은 투자와 새로운 경영기법 개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병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유능한 병원행정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행정사는 2002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제2002-2호로 국가의 공인을 받아 시

행되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병원행정사의 자질과 위상이 더욱 향상되어 병원행정 전문

가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능한 병원행정사가 되기 위

해서는 병원행정 분야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관련된 직무능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병원행정사는 의료기관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제고되어 전문가로서 명

확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

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즉, 행정 전문가인 병원행정사는 병원의 수익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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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공정

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자금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병원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적절하고 계획된 물류 공급으로 불필요한 재고

를 줄여 비용절감을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직원들의 CS마인드를 향상시켜 고객만족에 기여한다. 

따라서 진료 및 간호 분야와 더불어 병원행정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병원행정사의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그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DACUM법에 의한 직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병원행정사의 직무를 정의

하고, 병원행정사의 직무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행정사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첫째, 병원행정사를 정의한다. 둘째, 성공적인 병원

행정사의 역할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직무를 구성하는 임무(duty)와 과업(task)을 추출

한다. 셋째, 과업별 중요도, 난이도 및 수행 빈도를 밝히고 특정 과업이 입직 초기에 갖

추어야 할 핵심 과업인지의 여부를 구분한다. 넷째,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행

정사의 직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병원행정사의 직무능력 모형을 제시한다.

3. 용어 정의

1) 직무(job)와 직무분석(job analysis)

직무는 특정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하며, 직무는 몇 가지의 임무와 그 임무

에 속한 과업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무분석은 한 작업을 구성하는 독립된 서로 다

른 임무와 그 임무에 따른 과업들을 추출하여 열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무(duty)

과업들 중 유사한 것들을 모아 놓거나 책임이나 직무수행 능력을 영역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3) 과업(task)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일의 활동 단위로서, 의미있는 결과를 낳으며 

작업 수행 결과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나타난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며 홀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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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4) 핵심 과업

핵심 과업은 입직 당시에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과업을 의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병원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행정 분야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며 병

원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의 정의, 임무와 과업, 직무능력 모

형 등을 개발하였다.

1) DACUM 위원회 구성

병원행정사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DACUM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

회에는 직무분석 전문가 1인, 병원행정 실무자인 DACUM 위원으로 7인, 그리고 서기 

1인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직무분석은 2010년 7월에 DACUM 법을 적용하여 DACUM 

워크숍을 통해 실시하였다.

2) 직무분석 협조자 

병원행정사 직무분석을 위한 패널의 자격 요건은‘병원행정 분야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병원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현직 

실무자’ 7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직무분석에 참여한 패널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3인과 중소도시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4인으로 구성하였다. 

3) DACUM 워크숍의 진행 절차

병원행정사 직무분석은 2010년 7월 중에 1박 2일 동안 집중적인 워크숍을 통해 실시

하였다. 그리고 직무분석의 전체 5단계인 직무분석 준비, 직무의 모형 설정, 직업명세서 

및 작업분석, 교육과정코스 개발, 교육내용 상세화 등의 설정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

다. DACUM 법에 의한 직무분석을 위한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병원행정사 분야의 직무와 수행 과업 및 수행 과업별 중요도, 난이도, 빈도 등

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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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DACUM 차트의 구성검증제작 등의 3단계를 거쳐 병원행정사 직무분석에 대

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기본적인 직무분석 작업을 마쳤다.

셋째, DACUM기법을 통한 직무분석 내용이 제작된 후 다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

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검증을 받아 완성하였다. 

넷째, 전문가 집단에서 수정, 보완 및 검증을 받는 단계에서 수행 작업에 대한 지식, 

기능, 근무자의 태도, 도구, 장비 등의 항목 중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면담 및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분석 및 평가 척도

자료의 분석 및 평가는 일반적인 DACUM 직무 분석에 참여한 패널들에 의해서 직

무 분석 과정 중에 이루어졌으며 분석된 임무와 과업은 코드화 하여 병기하였다. 특히 

분석 항목은 Norton(1997)이 제시하는 조사 항목 중 13가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는

데, 각 조사 항목은 별개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패널들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13

가지 조사 항목은 과업별 중요도(중요함=A, 보통=B, 중요하지 않음=C), 난이도(어려

움=A, 보통=B, 쉬움=C),빈도(빈번히 수행함=A, 보통=B, 별로 수행하지 않음=C), 

입직 초기 요구도(핵심 과업 여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병원행정사의 정의

DACUM 위원회에서 패널들이 제시한 병원행정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병원행정

사는 의료기관에서 원무, 총무, 인사, 기획, 재무, 교육연수, 관리 등의 병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병원행정업무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병원행

정 정보를 전달하여 병원 전체의 체계와 업무 흐름을 개선하며, 대외적으로는 의료정책 

관련 기관들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병원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영

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병원행정사의 임무

DACUM 워크숍 결과에서 병원행정사의 임무는 <표 1>과 같이 총 13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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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되었고, 이 13개의 임무에 속한 총 과업은 98개로 분석되었다. 임무들 중에서 가

장 많은 과업이 도출된 것은‘원무’와‘기획경영’으로 각각 11개, 10개개의 과업이 확

인되었다. 반면에‘보험심사’와‘재무’ 임무가 각각 5개의 과업만이 확인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전문가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병원행정사의 임무는‘원무’와‘기획

경영’이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다.

<표 1>                        병원행정사의 임무 구성

구 분 임 무 과 업(개) 백분율(%)

구  성

A. 원무 11 11.3

B. 보험심사 5 5.2

C. 총무 8 8.2

D. 인사 8 8.2

E. 기획경영 10 10.3

F. 질 향상(QI) 7 7.2

G. 재무 5 5.2

H. 물류관리 9 9.3

I. 시설관리 7 7.2

J. 전산관리 8 8.2

K. 교육연구지원 6 6.2

L. 진료협력 6 6.2

M. 대외홍보 7 7.2

계 97 100

3. 임무에 따른 병원행정사의 과업

1) 원무 임무

‘원무(A)’ 임무에 속한 11개의 과업은 <표 2>와 같다. 중요한 과업은 11개

(100%), 어려운 과업은 7개(63.6%),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6개(54.5%)로 요약된다. 

이 중‘진료비 수납관리’와‘입퇴원 관리’ 과업은 중요도, 난이도, 빈도 모두가 높은 

핵심과업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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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무(A)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A-1. 진료예약하기 A C A 핵심 과업

A-2. 진료접수하기 A C A 핵심 과업

A-3. 진료비수납하기 A A A 핵심 과업

A-4. 입퇴원관리하기 A A A 핵심 과업

A-5. 진료비미수금관리하기 A A B -

A-6. 산재자보환자관리하기 A A B 핵심 과업

A-7. 환자제증명서류발급하기 A B A -

A-8. 진료일정관리하기 A C C -

A-9. 민원처리하기 A A C -

A-10.의료분쟁소송사건관리하기 A A C -

A-11.콜센터관리하기 A A A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2) 보험심사 임무

‘보험심사(B)’임무에 속한 5개의 과업은 <표 3>과 같이 분석되었다. 중요한 과업

은 5개(100%), 어려운 과업은 5개(100%),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2개(40%)로 나타

났다. 보험심사 임무 중‘진료비 심사’및‘진료비청구’과업이 중요도와 난이도 그리

고 빈도가 높으면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보험심사(B)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B-1. 의료수가관리하기 A A B 핵심 과업

B-2. 진료비심사하기 A A A 핵심 과업

B-3. 진료비청구하기 A A A 핵심 과업

B-4. 진료비이의신청하기 A A C -

B-5. 진료비재청구하기 A A C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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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 임무

‘총무(C)’임무에 속한 8개의 과업은 <표 4>와 같이 조사되었다. 중요한 과업은 7

개(87.5%), 어려운 과업은 3개(37.5%),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4개(50%)로 나타났다. 

총무 임무 중 핵심과업은‘문서관리’과업이며 이는 중요도와 빈도는 높았으나 의전 

및‘행사주관’과업은 매우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                           총무(C)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C-1. 문서관리하기 A B A 핵심 과업

C-2. 입찰 계약수행하기 A A C -

C-3. 용역관리하기 A B A -

C-4. 직원산업안전보건관리하기 A A C -

C-5. 직원안전사고 등의 소송사건관리하기 A A C -

C-6. 의전행사주관하기 C C C -

C-7. 비상계획운영 경비업무관리하기 A C A -

C-8. 제세공과금관리하기 A C A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4) 인사 임무

‘인사(D)’임무에 속한 8개의 과업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중요한 과업은 5개

(62.5%), 어려운 과업은 4개(50%),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3개(37.5%)로 조사되었다. 

이 중‘노사관계관리’과업은 중요도, 난이도 및 빈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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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사(D)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D-1. 직원임면퇴직관리하기 A A A -

D-2. 직원복무점검하기 B C B -

D-3. 인사평가하기 A A C 핵심 과업

D-4. 인사이동하기 A B C 핵심 과업

D-5. 급여관리하기 A A C 핵심 과업

D-6. 복리후생운영하기 C B A 핵심 과업

D-7. 노사관계관리하기 A A A 핵심 과업

D-8. 직원제증명서류발급하기 C C C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5) 기획경영 임무

‘기획경영(E)’임무에 속한 10개의 과업은 <표 6>과 같다. 중요한 과업은 9개

(90%), 어려운 과업은 8개(80%),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1개(10%)로 나타났다. 핵심

과업 중‘진료통계관리’과업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기획경영(E)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E-1. 병원연간예산운영계획하기 A A C 핵심 과업

E-2. 병원정원관리하기 A A B -

E-3. 병원규정관리하기 A A C 핵심 과업

E-4. 병원경영분석하기 A A C 핵심 과업

E-5. 병원경영개선방안수립하기 A A C 핵심 과업

E-6. 병원원가분석하기 A A B 핵심 과업

E-7. 병원성과평가관리체계운영하기 A A B -

E-8. 병원중장기발전계획수립하기 A A C 핵심 과업

E-9. 진료통계관리하기 A B A 핵심 과업

E-10.병원실방전화번호관리하기 B C B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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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 향상 임무

‘질 향상(F)’임무에 속한 7개의 과업은 <표 7>과 같이 중요한 과업은 6개

(85.7%), 어려운 과업은 3개(42.9%),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4개(57.1%)로 파악되었

다. 이 중‘의료기관 인증’과업은 핵심과업은 아니지만 중요도, 난이도, 및 빈도 모두 

높게 분석 되었다.

<표 7>                      질 향상(F)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F-1. 의료 질 향상계획수립하기 B A B 핵심 과업

F-2. 의료 질 향상관리하기 A B A 핵심 과업

F-3. 의료기관인증관장하기 A A A -

F-4. 6-시그마관리하기 A A A -

F-5. 고객만족도조사하기 A B B 핵심 과업

F-6. 직원고객만족도교육운영하기 A B B 핵심 과업

F-7. 병원감염관리하기 A B A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7) 재무 임무

‘재무(G)’ 임무에 속한 5개의 과업은 <표 8>과 같으며 중요한 과업은 5개(100%), 

어려운 과업은 5개(100%),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2개(40%)로 나타났다. 재무 임무 

중‘병원회계꽌리’가 중요도, 난이도 및 빈도가 높으면서 핵심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8>                           재무(G)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G-1. 병원운영자금계획수립하기 A A B 핵심 과업
G-2. 병원운영자금확보하기 A A B -
G-3. 병원회계관리하기 A A A 핵심 과업
G-4. 병원회계자산관리하기 A A B -
G-5. 병원회계결산마감하기 A A A 핵심 과업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
(낮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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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류관리 임무

‘물류관리(H)’ 임무에 속한 9개의 과업은 다음 <표 9>과 같다. 중요한 과업은 7개

(77.8%), 어려운 과업은 5개(55.6%),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3개(33.3%)로 인식되었

다. 특히‘물류관리’임무의 모든 과업이 핵심과업으로 분석되었다.

<표 9>                       물류관리(H)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H-1. 물류예산계획수립하기 A A C 핵심 과업
H-2. 물류구매하기 A A A 핵심 과업
H-3. 물류관리하기 A A A 핵심 과업
H-4. 물류재고조사하기 B B C 핵심 과업
H-5. 물류불출하기 A C A 핵심 과업
H-6. 의료기기 약품관리하기 C C C -
H-7. 물류멸균 소독하기 A C B -
H-8. 의료기자재 장비제작하기 A A C -
H-9. 의료기자재 장비수리하기 A A C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9) 시설관리 임무

  ‘시설관리(I)’임무에 속한 7개의 과업은 <표 10>과 같이 중요한 과업은 7개

(100%), 어려운 과업은 1개(14.3%),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4개(57.1%)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과업은 중요도는 높으나 병원행정사의 핵심과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표 10>                     시설관리(I) 임무의 과업

과      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I-1. 토지건축물관리하기 A C C -
I-2. 전기, 통신, 조명관리하기 A B A -
I-3. 냉난방, 환기시설관리하기 A B A -
I-4. 의료용자재공급 관리하기 A A B -
I-5. 적출물, 오폐수 관리하기 A C C -
I-6. 환경미화관리하기 A C A -
I-7. 아웃소싱계약업체관리하기 A B A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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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산관리 임무

‘전산관리(J)’임무에 속한 8개의 과업은 <표 11>과 같다. 중요한 과업은 8개

(100%), 어려운 과업은 5개(62.5%),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6개(75%)로 나타났다. 

특히‘병원전산시스템 운영ᆞ점검’,‘병원DB관리’,‘병원전산유지ᆞ보안관리’는 중요

도와, 난이도 및 빈도 모두 높게 분석되었다.

<표 11>                       전산관리(J) 임무의 과업

과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J-1. 병원전산시스템운영점검하기 A A A 핵심 과업
J-2. 병원S/W 개발관리하기 A A C -
J-3. 병원DB관리하기 A A A 핵심 과업
J-4. 병원원내그룹웨어관리하기 A A A -
J-5. 병원전산유지보안관리하기 A A A -
J-6. EMRPACS관리하기 A B A 핵심 과업
J-7. 의무기록관리하기 A B A 핵심 과업
J-8. 병원전산교육실시하기 A B C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11) 교육연구지원 임무

‘교육연구지원(K)’임무에 속한 6개의 과업은 <표 12>와 같이 중요한 과업은 2개

(33.3%), 어려운 과업은 2개(33.3%), 그리고 매우 빈번히 수행하는 과업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교육평가계획 수립하기’와‘수련의전공의 채용 교육하기’과업은 병원

행정사의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2>                    교육연구지원(K) 임무의 과업

과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K-1. 교육평가계획수립하기 A A B 핵심 과업
K-2. 수련의전공의 채용교육하기 A A B -
K-3. 학회연수지원하기 B C B -
K-4. 직원교육운영하기 B B C 핵심 과업
K-5. 임상실험연구관리하기 C B C -
K-6. 도서관의학영상관리하기 C C B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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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진료협력 임무

‘진료협력(L)’ 임무에 속한 6개의 과업은 <표 13>과 같이 조사되었다. 중요한 과

업은 1개(16.6%), 어려운 과업은 1개(16.6%),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0개(0%)로 나

타났다. 진료협력 과업은 다른 과업에 비해 중요도 및 수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진료협력(L) 임무의 과업

과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L-1. 진료행정지원하기 B B B 핵심 과업
L-2. 협력병원네트워크관리하기 A B B -
L-3. 환자전원관리하기 B B C 핵심 과업
L-4. 의료사회사업운영하기 B A B -
L-5. 자원봉사자관리하기 B B B -
L-6. 바자회운영후원회관리하기 B B C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13) 대외홍보 임무

‘대외홍보(M)’임무에 속한 8개의 과업은 <표 14>와 같이 중요한 과업은 5개

(71.4%), 어려운 과업은 3개(42.9%), 자주 수행하는 과업은 1개(14.3%)로 분석되었

다. 이 중‘병원홈페이지ᆞ사보운영하기’과업은 핵심과업으로 중요도와 빈도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                      대외홍보(M) 임무의 과업

과업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 초기 
요구도

M-1. 병원마케팅실시하기 A A B 핵심 과업
M-2. 병원홈페이지사보운영하기 A B A 핵심 과업
M-3. 병원언론홍보하기 A B B -
M-4. 병원안내자료디자인
      제작편집하기 A A B 핵심 과업

M-5. 건강강좌운영하기 B B C -
M-6. 문화행사운영하기 B B C -
M-7. 병원기부금운영하기 A A B -

주)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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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task)

A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B B-1 B-2 B-3 B-4 B-5

C C-1
C-2

C-3
C-4

C-5
C-6

C-7
C-8

D D-1 D-2
D-3 D-4 D-5

D-6 D-7 D-8

E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

(QI)

F-1 F-2 F-3 F-4
6-

F-5
F-6

F-7

G G-1 G-2 G-3 G-4 G-5

H H-1
H-2 H-3

H-4
H-5

H-6 H-7 H-8

H-9

4. 병원행정사의 직무능력 모형

DACUM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병원행정사의 직무 모형을 개

발하였다. 

병원
행정사의  
정의

병원행정사는 의료기관에서 원무, 총무, 인사, 기획, 재무, 교육연수, 관리 등의 병원의 행

정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병원행정업무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병

원행정 정보를 전달하여 병원 전체의 체계와 업무 흐름을 개선하며, 대외적으로는 의료정

책 관련 기관들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병원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영

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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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task)

I I-1
I-2 I-3 I-4 I-5

, 
I-6

I-7

J
J-1

J-2
S/W

J-3
DB

J-4 J-5
J-6
EMR

J-7 J-8

K K-1 K-2 K-3 K-4 K-5
 

K-6

L L-1 L-2 L-3 L-4 L-5 L-6

M
M-1 M-2

M-3
M-4

M-5 M-6 M-7

주1) 테두리 선 내의 어두운 바탕의 작업들은 취업 초기에 갖추어야 할 작업들이고, 나머지는 
직업의 전생애 동안 직장에서 갖추어 나갈 작업들임

주2) 우 하단 세 개씩의 영문표기는 각 작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순서에 따라 A(높음), 
B(보통), C(낮음)로 구분했음

그림 1. 병원행정사의 직무능력 모형

이 직무 모형은 병원행정사의 직무를 DACUM 차트의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병원행

정사의 임무와 임무별 과업을 상호 연관성이 형성되도록 논리적인 순서를 고려하여 배

치하였다. 이 직무 모형에서는 과업별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 그리고 입직 초기 필수 

요구도가 표기되어 있어서 병원행정사의 직무 요인 간의 관련성 및 특정 직무능력의 

가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병원행정사의 직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DACUM 법을 적용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였

다. 직무분석을 위해 DACUM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DACUM 위원은 병원의 행정부

서에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7명의 현직 병원행정 실무자와 1명의 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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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1명의 서기로 구성하여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병원행정사 직무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된 병원행정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행정사는‘의료기관에서 원무, 총무, 인사, 기획, 재무, 교육연수, 관리 등의 병원

의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병원행정업무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병

원행정 정보를 전달하여 병원 전체의 체계와 업무 흐름을 개선하며, 대외적으로는 의료정책 관

련 기관들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병원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영자와 의료공

급자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었다. 특히 이 정의는 병원행

정사의 병원행정관리 분야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잘 나타내주고 잇다.

둘째, 병원행정사의 직무는 13개의 임무로 구성되었으며, 각 임무에 따른 과업은 총 97개로 

분석되었다. 13개 각각의 임무는‘원무(A)’,‘보험심사(B)’.‘총무(C)’,‘인사(D)’,‘기획경

영(E)’,‘질 향상(F)’,‘재무(G)’,‘물류관리(H)’,‘시설관리(I)’,‘전산관리(J)’,‘교육연구

지원(K)’,‘진료협력(L)’ 그리고‘대외홍보(M)’로 인식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임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과업이 도출된 것은‘원무’와‘기획경

영’으로 각각 11개, 10개의 과업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보험심사’와‘재무’ 임무가 각각 5

개의 과업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병원행정 전문가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병원행정

사의 임무는‘원무’와‘기획경영’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분석된 직무 중에서 중요하고 어려우며 수행빈도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병원행정사로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습득해야 할 능력으로서 구분된 과업이 확인되었다. 이 과업들은‘진료

비 수납하기(A-3)’,‘입ᆞ퇴원관리하기(A-4)’,‘진료비 심사하기(B-2)’,‘진료비 청구하기

(B-3)’,‘노사관계관리하기(D-7)’,‘병원회계관리하기(G-3)’,‘병원회계결산ᆞ마감하기

(G-5)’,‘물류구매하기(H-2)’,‘물류관리하기(H-3)’,‘병원전산시스템 운영ᆞ점검하기

(J-1)’,‘병원DB관리하기(J-3)’이었다. 이 과업들은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교육을 통하여 병

원행정사들에게 미리 교육시켜야 할 주요 학습 내용이 되며, 현직 병원행정사들에게도 연수 등

을 통하여 보수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병원행정사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에 반영되어야 하

는 주요한 과업으로 판단된다. 

넷째,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행정사의 직무능력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직무

능력 병원행정사의 임무 및 임무별 과업이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논리적인 순서 등을 

고려하여 DACUM차트로 완성되었으며, 또한 과업별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 그리고 

입직 초기 필수 요구도가 표기되어 있어서 병원행정사의 직무요인 간의 관련성 및 특

정 직무능력의 가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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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 직무분석 결과를 통해서 분석된 임무 및 과업은 능력 중심 교육이나 현장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 및 연수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개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무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97개의 과업들은 유사한 과업끼리 묶을 경우 능력 

중심 병원행정사 교육을 위한 코스(course)를 개발할 수 있다. 이때 각 과업의 중요도, 

난이도, 빈도, 입직초기의 핵심과업으로 분류하여 추출된 과업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이 직무분석은 DACUM 위원 7명의 병원행정 실무자가 참여하여 합의를 통해 

얻은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병원행정사의 표집 범위를 넓혀 병원행정사의 직

무에 대한 요구도나 인식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추가하여 발전시킨다면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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