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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연구의 목 은 의료인을 제외한 병원종사자들의 역할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시행

되었다. 연구 상은 486명의 의료지원 부서를 상으로 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정책결정이 직무만족에 가

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비의료직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병

원 리자들이 그들의 역할인식 정도를 높이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연구의 한계 은 직무만족을 세부

으로 측정하지 않아서 직무만족에 더 요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여주지 못했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the role clarity perception of the personnels except medical staffs 

of hospitals. The study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86 personnels employed in the supporting departments of hospital.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olicy decision showe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on job satisfaction, We would conclude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level of hospital by increasing the job satisfaction of their non-medical personnels, the 

hospital managers should make efforts to raise the role clarity of them. Our study had some limitations. Especially, because 

measurement scale on job satisfaction used in our study didn't consist of subdivision, our findings would not show which area was 

more important in improving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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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병원을 구성하는 인력들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

록 훈련 받은 문인들로 구성되어 병원조직은 매우 

복잡성을 띈다[1]. 이 듯 여러 서비스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기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

다. 병원서비스의 상은 환자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

하는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요시 된다. 따라서 환자

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해서는 이들 인력들

이 각자의 역할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3].

역할이란 ‘사회구조에서 특정 지워진 신분이나 직

에 하여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이 기 하는 일련

의 규범 는 행 ’라고 하 다[4]. 역할을 정확히 인

식하는 사람일수록 응력이 높고, 상 방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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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단하는 사람은 그 기 에 한 인식을 올

바르게 할 수 있어 결국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5].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 경험을 통하여 느끼는 

즐겁고 정 인 정서 상태로 보수, 인간 계, 업무자

체, 문  지   직업  지 등에 한 정 인 

지각으로 정의된다[6]. 

역할인식과 직무만족과의 련성에 하여 보건의

료분야에서는 주로 의료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의 역할인식이 높을 때 직무만

족도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의료서비스의 생산에 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

는 그 외의 직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7].

병원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역할이 의료서비스를 

직 으로 생산하는 의료진을 심으로 정의된다. 그

기 때문에 의료인 이외의 직원들의 역할이 모호하

고 이에 따라 이들의 직무만족도도 낮을 것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력해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

료의 경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인을 제외한 병원 종

사자들의 수행능력이 서비스의 질과 병원조직의 성과

에 향을 미치므로[8], 이들의 역할인식과 직무만족

에 한 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높이기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주 역시에 소재한 학병원 

1개소,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3개소 등 5개 병원

과 라남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3개

소 등 총 9 개소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이외의 

병원종사자들로서 이들을 상으로 4주 동안 배부된 

총 520부의 설문지에 응답한 486명을 최종 인 연구

상으로 하 다. 회수율은 93.5% 다. 연구 상자인 

비 의료직원은 진료지원부서(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

과,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 산정보과), 행정부(원무

과, 인사과, 총무과, 비서실), 리부(병원의 물품 리 

 시설 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

미한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 다. 일반  특성은 성, 연령, 종교, 학력, 결혼

상태 등을 조사하 으며, 직무 련 특성은 병원 근무

기간, 부서 근무기간, 소속부서, 직 , 고용형태, 

여수  등을 조사하 다.

역할인식의 측정에는 이기 (2001)[9]이 사립학교 

사무 리직을 상으로 개발한, 총 20문항의 설문지

를 병원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 다. 직무

만족은 김 수(1998)[10]가 개발한 업무에 한 보람, 

상사의 평가, 일에 한 만족, 직장의 안정성, 동료/상

사에 한 만족, 임 , 권한과 책임, 동료 간의 상호

력 등 총 21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Ⅲ.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MS-Excel
Ⓡ
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

스화 한 후 통계 패키지SPSS(Ver. 17.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  직무 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역할인식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역할인식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하는 데는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 다. 총 역할인식의 회귀계

수가 유의한 경우 요인별 역할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

한 모형을 이용하여 어떤 역할인식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병원의 경우, 학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하여 

종합병원으로 리코딩한 후 분석하 다. 연속형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일변량 분석을 시행한 경우 연령

은 29세까지,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등 10

세 간격으로 재입력한 변수를 이용하 고, 병원 근무

기간과 부서 근무기간은 11개월까지(1년 미만), 12

개월-59개월(1년 이상-5년 미만), 60개월에서 119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180개월 이상(10년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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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무 련 특성에 따른 역할인식수
Table 1. Role clarity Perception by the job-related 

characteristics

종속변수

특성변수

총 역할인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평균(±SD) p-값 평균(±SD)
p-

값
평균(±SD)

p-

값
평균(±SD) p-값

병원    ≤11 47.48(6.46) 0.000 14.37(2.56) 0.00214.76(2.43) 0.00018.38(2.45) 0.000

근무기간  12- 59 47.50(6.35) 14.55(2.67) 14.37(2.27) 18.55(2.55)

 (개월)   60-119 48.81(6.01) 14.73(2.58) 14.73(2.27) 19.30(2.28)

 120-179 51.38(5.46) 15.46(2.35) 15.59(1.89) 20.18(2.17)

 180≤ 52.05(6.94) 15.67(2.99) 15.84(2.44) 20.56(2.44)

부서    ≤11 48.63(6.70) 0.003 14.89(2.64) 0.358 15.04(2.36) 0.030 18.65(2.51) 0.000

근무기간   12-59 48.59(6.68) 14.78(2.75) 0.138 14.70(2.45) 19.07(2.52)

 (개월)  60-119 50.35(6.83) 15.18(2.92) 15.26(2.41) 19.91(2.56)

 120-179 50.31(5.39) 15.00(2.18) 15.15(1.90) 20.08(2.16)

 180≤ 52.03(6.06) 15.56(2.78) 15.77(2.11) 20.74(2.24)

소속부서 진료지원부 49.57(5.87) 0.002 14.89(2.51) 0.023 15.09(2.15) 0.005 19.52(2.37) 0.158

 행정부 49.64(7.18) 15.18(2.91) 15.05(2.50) 19.41(2.68)

 리부 50.86(6.64) 15.37(2.77) 15.46(2.36) 20.03(2.44)

 기타 41.86(10.48) 12.14(3.53) 12.00(3.46) 17.71(4.27)

직 일반직원 48.33(6.18) 0.000 14.45(2.50) 0.000 14.74(2.33) 0.000 19.12(2.46) 0.000

주임 50.79(5.50) 15.48(2.39) 15.31(1.97) 20.00(2.17)

 계장 54.94(5.85) 17.03(2.59) 16.52(2.14) 21.38(2.22)

 실․과장 55.47(7.32) 18.00(2.73) 16.58(2.35) 20.70(2.87)

고용형태 정규직 49.72(6.58) 0.028 15.05(2.74) 0.131 15.09(2.35) 0.098 19.57(2.50) 0.000

 비정규직 46.32(7.29) 14.10(2.55) 14.20(2.59) 17.47(2.86)

여수 100≥ 46.05(6.98) 0.000 13.89(2.71) 0.000 13.95(2.57) 0.000 18.08(2.63) 0.000

(만원/월) 101-149 48.31(5.57) 14.66(2.36) 14.57(2.15) 19.08(2.33)

 150-199 50.15(6.42) 15.15(2.79) 15.30(2.16) 19.61(2.39)

 200-249 51.42(7.18) 15.14(3.03) 15.67(2.42) 20.61(2.51)

 250-299 54.00(6.19) 16.62(2.65) 16.61(2.28) 20.76(2.44)

 300≤ 52.71(6.50) 16.22(2.83) 16.08(2.06) 20.43(2.46)

표 2. 직무 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2. Job satisfaction by job-related characteristics

특 성 구  분  평균(±SD) p-값

병원 근무기간    ≤11 64.13( 7.79)  0.000

Ⅳ. 결 과

1. 직무 련 특성에 따른 역할인식 수

병원 근무기간에 따른 역할인식정도는 총 역할인식

과 그 하부요인인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모든 

역에서 180개월 이상 직원이 가장 높았고, 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역할인식 정도는 총 역할인식과 그 

하부요인인 정책집행, 정책평가 역에서만 18개월 이

상 구분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3, p=0.030, 

p=0.000), 정책결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속부서

에 따른 역할인식 정도는 리부서가 총 역할인식

(50.86)과 그 하부 역인 정책결정(15.37), 정책집행

(15.46) 역에서 가장 높았고 기타부서가 가장 낮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2, 

p=0.023, p=0.005). 정책평가 역 역시 리부가 평균

값 20.03으로 가장 높았다. 직 에 따른 역할인식 정

도는 총 역할인식(55.47)과 그 하부요인인 정책결정

(18.00), 정책집행(16.58), 정책평가(20.70) 등 모든 

역에서 실․과장이 가장 높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역

할인식 정도는 정규직의 총 역할인식 평균값이 49.72

로 비정규직 46.32보다 높았고(p=0.028), 그 하부요인

별로 보면 정책평가에서만 정규직의 평균값이 19.57로 

비정규직 17.47보다 높았다(p=0.000). 하부요인  정

책결정과 정책집행 역은 정규직의 평균값이 비정규

직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여수 에 따른 역할인식정도는 250-299만원인 

직원이 총 역할인식 평균 수가 54.00, 그 하부요인인 

정책결정 16.62, 정책집행 16.61, 정책평가 20.76으로 

모든 역에서 가장 높았다(표 1).

2. 직무 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병원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80개월 이상

이 평균 67.20으로 가장 높았고 60-119개월이 평균 

61.16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직

무만족도 정도는 180개월 이상이 67.08로 가장 높았

고, 60-119개월의 평균값이 62.95로 가장 낮았으며 이

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20). 직 별

로 보면 주

임(62.02)이 가장 낮았고, 실․과장(67.05)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 

0.001). 여수 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300만원(69.83) 

이상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60.78)이 가장 낮

았다. 소속부서와 고용형태별로는 직무만족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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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월)  12- 59 61.82( 8.36)

  60-119 61.16( 8.90)

 120-179 64.56( 7.39)

 180≤ 67.20( 8.69)

부서 근무기간    ≤11 64.52( 7.78) 0.020

 (개월)  12- 59 62.97( 8.47)

  60-119 62.95(10.02)

 120-179 63.31( 8.20)

 180≤ 67.08( 7.90)

소속부서 진료지원부 63.29( 8.59) 0.099

 행정부 64.04( 9.02)

 리부 66.59( 7.76)

 기타 59.29( 7.20)

직 일반직원 63.27( 8.42)  0.001

 주임 62.02( 8.27)

 계장 68.03( 9.75)

 실․과장 67.05( 9.70)

고용형태 정규직 63.85( 8.77) 0.380

 비정규직 62.10( 7.74)

여수 100≥ 60.78( 7.91)  0.000

 101-149 61.68( 8.08)

 150-199 64.24( 9.16)

 200-249 66.67( 8.72)

 250-299 65.47( 8.26)

 300≤ 69.83( 7.46)

3. 일반  특성, 직무 련 특성, 직무만족  역

할인식의 상 계

직무만족과 연령(p=0.000), 학력( p=0.000), 병원 근

무기간(p=0.000), 직 (p=0.019), 여수 (p=0.000)등

과는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하지만 직무만

족과 부서 근무기간과는 상 계가 없었다. 총 역

할인식과 연령(p=0.000), 학력(p=0.000), 병원 근무기간

(p= 0.000), 부서 근무기간(p=0.000) 직 (p=0.000), 

여수 (p=0.000), 직무만족(p=0.000) 등과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정책결정과 연령(p=0.000), 학력

(p=0.000), 병원 근무기간(p=0.000), 직 (p=0.000), 

여수 (p=0.000), 직무만족(p=0.000)등과는 양의 상

계를 보 는데 직무 련 특성  부서 근무기간

과는 상 성이 없었다. 정책집행과 일반  특성, 직무

련 특성, 직무만족(p=0.000) 등과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정책평가와 일반  특성, 직무 련 특성, 직무

만족(p=0.000)등 모든 역에서 양의 상 계를 보

다(표3).

표 3. 일반  특성, 직무 련 특성, 직무만족  
역할인식의 상 계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characteristics 
and role clarity Perception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연령 1.000

  V1 .

학력 .251 1.000

  V2 .000 .

병원근무기간 .867 .227 1.000

  V3 .000 .000 .

부서 
근무기간 .593 .150 .670 1.000

  V4 .000 .001 .000 .

직 .423 .202 .387 .324 1.000

  V5 .000 .000 .000 .000 .

여수 .777 .379 .752 .491 .343 1.000

  V6 .000 .000 .000 .000 .000 .

직무만족 .259 .195 .212 .019 .109 .296 1.000

  V7 .000 .000 .000 .687 .019 .000 .

총역할인식 .350 .248 .307 .174 .328 .317 .599 1.000

  V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역할인식1 .217 .239 .197 .080 .355 .240 .549 .862 1.000

  V9 .000 .000 .000 .078 .000 .000 .000 .000 .

역할인식2 .319 .235 .241 .107 .239 .297 .542 .874 .681 1.000

  V10 .000 .000 .000 .019 .000 .000 .000 .000 .000 .

역할인식3 .381 .188 .353 .266 .257 .299 .458 .826 .530 .616 1.000

  V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V8(총역할인식): 역할인식 16문항의 합, V9(역할인식1): 정책결정, V10(역할인식2): 정책수행, V11

(역할인식3):정책평가, 상 계수는 Spearman의 상 계수 값임

4. 역할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자의 일반  특

성, 직무 련특성, 총 역할인식을 독립변수로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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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역할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the role clarity 
Perception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독립변수  구  분

모형1 모형2

회귀계수 표 화
계  수

p-값 회귀계수 표 화
계  수

p-값 

 (상수항) 21.359  .000 23.076  .000

성 여자/남자  2.500  .142 .004  2.619  .149 .003

연령 (실수/세)  0.097  .091 .364  0.125  .117 .244

종교 개신교/무 -1.549 -.086 .051 -1.375 -.077 .085

 불교/무 -0.153 -.005 .903 -0.032 -.001 .980

 가톨릭/무 -1.346 -.053 .208 -1.242 -.049 .242

학력 문 /고졸 -2.124 -.121 .097 -2.018 -.115 .112

 졸/고졸 -1.283 -.069 .323 -1.347 -.072 .296

 학원/고졸 -1.884 -.062 .246 -1.871 -.062 .247

결혼상태 기혼/미혼 -0.109 -.006 .904 -0.043 -.002 .961

병원 근무기간 (실수, 년) -0.169 -.141 .181 -0.163 -.136 .195

부서 근무기간 (실수, 년) -0.096 -.067 .200 -0.079 -.054 .296

소속부서 행정/진료지원 -0.026 -.001 .974 -0.964 -.005 .901

 리/진료지원  1.670  .050 .211  1.599  .048 .228

 기타/진료지원  3.126  .044 .253  3.914  .055 .153

직 (실수/등 ) -0.697 -.074 .101 -0.961 -.101 .028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2.091  .048 .212  1.686  .038 .315

월 여 50만원/월  1.175  .201 .002  1.073  .183 .005

병원유형 일반병원/종합병원 -2.764 -.151 .002 -2.987 -.163 .001

역할인식 총 역할인식  0.825 .622 .000

 정책결정  1.239  .386 .000

 정책집행  0.747  .199 .001

 정책평가  0.453  .132 .010

R
2
(Adj. R

2
) 0.442(0.415) 0.432(0.407)

형 1>의 설명력은 41.5% 다. 이모형에서 총 역할인

식의 회귀계수는 0.825(p=0.000)로서 직무만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 다. 그밖에 일반  특성  

종교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 개신교인 사람이 직무만

족도가 낮았으며 이는 경계수 에서 유의하 다(β

=-1.549).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β

=2.500), 월 여는 여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으며(β=1.175), 병원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에 비해 

일반병원의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

다(β=-2.764). 

<모형 1>의 총 역할 인식 신에 역할인식의 하부

요인인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를 세분해서 독

립변수로 투입한 <모형2>의 설명력은 40.7% 다. 역

할인식을 하부요인별로 분석하면 세 요인 모두 직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 으며 이  정책

결정의 표 화 회귀계수가 0.386으로 표 화 회귀계수

가 각각 0.199, 0.132 던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비해 

높아 이 요인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표4).

Ⅴ. 고 찰

일반  특성  직무 련특성에 따른 역할인식 정

도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미혼에 비해서 기혼인 직원이, 

병원 근무기간과 부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 와 

여수 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높거

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남성이 병원에 더 

오래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길고 높은 직 에 있는 직

원이 더 많고 근무기간이 길고 높은 직 에 있을수록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은미

(2003), 이기 (200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일반  특성  직무 련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미혼

보다 기혼이 병원 근무기간과 부서 근무기간이 180

개월 이상에서, 직 , 여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 련 선행연구들(손

운선, 2001; 이정순, 2002)[11]과 일치하는 결과 다. 

역할인식과 직무만족의 상 계 분석 결과 연령, 

학력, 병원 근무기간, 직 , 여수  등에서 직무만족

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규

명하고자 하 던 역할인식과 직무만족간의 상 계

를 살펴보면, 총 역할인식(r=0.599)과 그 하부 역인 

정책결정(r=0.549), 정책집행(r=0.542), 정책평가

(r=0.458, )등 모든 역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이는 정미화(2012), 이정순(2002) 등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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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인식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기 해 시행한 다 회귀분석결과, 총 역할인식(β

=0.825)과 그 하부 역인 정책결정(β=1.239), 정책집행

(β=0.747), 정책평가 (β=0.453) 모두 직무만족의 증가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 다.

역할인식의 하 역별로 볼 때, 정책결정의 역

에서 표 화계수가 0.386으로 가장 커서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변수 다. 이는 조사 상자

들이 각자의 역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직무만족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Ⅵ.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을 제외한 병원종사자들을 상

으로 일반  특성과 직무 련특성에 따른 역할인식과 

직무만족의 수 과 일반  특성  직무 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역할인식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상자는 주 역시  라남도에 소

재한 9개소의 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 의료

직 직원 486명으로서, 이들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를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와 그 함축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특성과 직무 련 특성에 따른 역할인식정

도는 총 역할인식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p=0.000), 연령이 많을수록(p=0.003), 학력이 고

학력일수록(p= 0.000), 병원 근무기간이 길수록

(p=0.000), 부서 근무기간이 길수록(p=0.001), 

직 가 높을수록(p=0.000), 여수 이 높을수록

(p=0.000) 역할인식 수 도 높았다. , 연령이 증

가할수록(p=0.000), 학력이 고학력일수록(p=0.011), 

병원 근무기간(p=0.008)이 길수록, 직 가 높을수

록(p=0.000), 월평균 여수 이 높을수록(p= 

0.000) 직무만족도 수 도 유의하게 높았다. 

2. 일반  특성과 직무 련 특성을 통제한 후 역할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알아 본 결과, 총 역할인식

(p=0.000)과 그 하부요인인 정책결정(p=0.000), 

정책집행(p=0.001), 정책평가(p=0.000) 모두 직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하

부요인 에서는 정책결정(β=1.239)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병원에서 종사하는 비 의료인

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역할모호성을 해

소하여 명확한 역할인식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높은 직무만족은 직원들의 병원에 한 

높은 충성도, 이직률과 결근율의 감소, 높은 직무몰입, 

창의력 발휘 그리고 환자에 한 높은 친 도로 연결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역할인식의 

제고를 통한 직무만족의 향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창출과 병원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1] 김태숙, 조미경. “임상간호사의 이상 , 실제

인 역할인식과 불일치 정도” 충남의 잡지, 22

권, 1호, pp. 49-67, 1995.

 [2] 오덕순.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한 실증

 분석” 석사학 논문, 청주 학교, 산업경

학원, 1994.

 [3] 오가실. “간호에 있어서의 역할론의 의미” 연세

교육학, 12권, pp. 153-171 , 1997.

 [4] 김소야자. “역할이론” 간호학 탐구. 4권, 1호, 

pp. 71-93, 1995.

 [5] 최은미, 김 훈, 윤병 , 김윤신. “보건정보 리

자로서의 역할 인식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한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 28권, 1호, pp. 

78-89, 2003.

 [6] 손운선. “병원행정직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 석사학 논문, 원 학교, 보건환경

학원, 2001.

 [7] 정미화, 고병숙. “ 리셉터의 셀 리더십이 역할

인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간호행정학회

지, 18권, 2호, pp. 146-159, 2012

 [8] Zeithaml VA, Bitner MJ. "Service marketing" 

McGroaw-Hill Book Co, Singapore, 1998.

 [9] 이기 . “사무 리직의 일반  특성에 따른 역

할인식, 직무만족도  직무 련 행동에 한 

연구” 경희 학교, 경 학원, 2001.



병원근로자들의 역할인식과 직무만족과의 련성

 1203

[10] 김 수. “리더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석사학 논문, 남

학교, 경 학원, 1998.

[11] 이정순. “한방병원 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

족도에 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0권, 3호, 

pp. 316-325. 2003.

[12] 김승 , 민규식. “감정평가업에 있어서 서비스 

요인과 고객만족의 계에 한 고찰” 한국 자

통신학회논문지, 7권, 3호, pp. 649-660, 2012.

[13] 이규안, 박 규. “카지노 횡령사건 분석과 포

식 수사기술 연구”,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6

권, 1호, pp. 105-110, 2010.

[14] 신 식, 김행조, “군부  이 사업에 한 군인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한 연구” 한국 자통

신학회논문지, 7권, 3호, pp, 633-648, 2012.

자 소개

박부연(Bu-Yeon Park)

2005년 조서 학교 보건 학원 보

건학과 보건학 석사

20112년 8월 조서 학교 보건 학

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2011년～ 재 서남 학교 보건학부 병원행정학과 학

과장

※ 심 분야 : 자의무기록, OCS, PACS, EMR

신지훈(Ji-Hun Shin)

1999년 육군3사 학교 학사

2009년 공주 학교 일반 학원 

문응 구조학 석사

2012년 2월 조선 학원 일반 학원

보건학과 박사수료

2010년 3월～ 재 서남 학교 응 구조학과 학과장

※ 심분야 : IT 융합 헬스 어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