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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서비스 질에 대한 

구조모형

심규범
경남정보대학교 의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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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10개 요양병
원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76부를 최종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첫째, 업무만족도, 보수만족도, 동료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둘째, 업무만족과 동료만족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보수만족은 영향이 없었다. 셋
째,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야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또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의 감소, 적절한 보상체계, 동료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요양병원, 직무만족도, 업무만족도, 서비스 질, 구모모형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implemented to explore the metho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of its staff by figuring out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geriatric hospital staff on service quality.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April 2 to May 22, 2013 to target 300 people ten 
geriatric  hospital work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rea, was utilized to study the final total of 276 parts. 
Firstly, It was found that work satisfaction, wage satisfaction and colleague satisfaction have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Secondly, satisfaction and fellow satisfaction of business, were analyzed to affect, but had no 
effect conservative satisfaction Thirdly, for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service quality, it was found 
that job satisfaction has an effect on service quality.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service quality for 
patients can be improved only if job satisfaction of staff is improved, and by reducing stress caused by 
overwork of staff and boosting their morale through reasonable wage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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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로 어들면서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생활수 의 향상,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평균수명의 연장,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족구조

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는 필연 으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노인의료비 증가를 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의료서비스에 한 수요 증가는 노인환자

에게 문 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노인요양병원에 한 수요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1].

노인요양병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해 기하 수 으로 늘게 된 것이

다. 노인요양병원의 속한 양 인 증가는 다른 한편으

로는 노인환자 유치와 가격경쟁이 심해져 부실한 운 과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이 등장하는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2]. 

노인요양병원은 서비스의 상자가 노인이기에 우선

으로 고객만족을 병원경 에 최종목 으로 두고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만족 향상을 해 지속 인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3]. 

이제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

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 의료기 은 시장선

을 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4]. 이러한 실에서 노

인의료 문시설도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경 략의 마련과 실천이 그 어

느 때보다 필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5].

특히 병원이라는 조직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고 

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직업  역할 한 고

도의 문성이 요구되고 문직으로서의 병원종사자들

에 한 사회  요구도 크다고 하겠다[6]. 특히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조직은 모두가 노동집약

이므로 인력이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듯 병원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삶의 한 부분

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병원의 개방  의사 달 진과 직

원간의 갈등해소, 상 방을 수용하는 분 기 조성, 

한 동기 부여  력체계 확립 등으로 병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목표를 조기에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

동력이 된다[7].

이처럼 노인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서는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직무만족

도를 높여야만 극 이고 정 으로 노인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3].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살펴

보고 서비스 질과 련된 요인을 연구 분석하여 요양병

원의 특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4월 2일부터 5월 22일 까지 조사되

었으며, 조사 상은 부산 역시에 소재한 10개 요양병원 

종사자 총 300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설문지 조사는 

연구자와 훈련된 학생 10명이 각 조사지역에 지 출

장하여 병원 계자의 조 하에 비된 설문지를 배부

하여 조사에 한 내용을 설명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

 한 후 직  수거하 다. 

2.2 측정도구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

육수 , 월수입 등 6문항이며, 업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과업수행에 느끼는 흥미의 정도나 구성원에게 학습이나 

책임이 제공되는 정도로 정의하 고, 보수만족도는 실질

임 액, 임 의 지각된 공정성, 임 의 만족도로 정의하

다. 

동료만족도는 동료의 우호  지원  태도, 기술 인 

능력의 정도이며, 직무만족도는 구성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만족도로 정의하 고, 서비스 질은 병원 직원들

의 심리 인 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제공하는 서비

스의 총합으로 보았다. 

따라서 업무만족도, 보수만족도, 동료만족도, 직무만

족도에, 서비스 질에 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김

주[8], 장성석[9], 박인식[10]을 바탕으로 의료기  상

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각각 Licker 5  척도(5  매우 그

다. 1   아니다)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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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model and hypotheses

2.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업무만족도, 보

수만족도, 동료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직

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연구

모형 [Fig. 1] 을 설정하 고, 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

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한 가설들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 다.

H1 업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보수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동료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업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보수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동료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Windows 10.0K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로그램 AMOS 4.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기법으로는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을 하

고,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요인

들 간의 상호 련성을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 276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은데, 성별로는 여자가 74.6%, 남자가 25.4%로 여

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30 와 40 가 31.5%이고 50

가 18.8%, 20 가 18.1%의 순이었다. 결혼여부에서는 기

혼이 68.5%, 미혼이 31.5%이었고, 교육수 별에서는 문

졸이 58.0%, 졸이상이 24.3%, 고졸이 17.8%이었다.

이직경험에서는 있다가 75.4%, 없다가 24.6%이었고, 

월수입에서는 100-149만원이 36.6%, 150-199만원이 

40.6%, 200-249만원이 14.1%, 250만원 이상이 8.7%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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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actors1 Factors2 Factors3 Factors4 Factors5

Factors Contents

Exogenous 

Variable

Work Satisfaction

WS1 0.723

WS2 0.702

WS3 0.705

Salary Satisfaction

SS1 0.707

SS2 0.697

SS3 0.730

Colleague Satisfaction

CS1 0.720

CS2 0.722

CS3 0.733

Endogenous

Variable

Job Satisfaction

JS1 0.901

JS2 0.912

JS3 0.857

Service  Quality

SQ1 0.725

SQ2 0.687

SQ3 0.639

proportion(%) 46.186 7.085 4.635 3.297 3.186

cumulative(%) 46.186 53.270 57.905 61.202 64.388

Cronbach α 0.921 0.900 0.889 0.876 0.890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

276 100.0
Gender
  Male 70 25.4
  Female 206 74.6
Age
  20～29 50 18.2
  30～39 87 31.5
  40～49 87 31.5
  50≤ 52 18.8
Marital status
  Married 189 68.5
 Single 87 31.5
Education
  High school 49 17.7
  College 160 58.0
  University more 67 24.3
Change of Occupation
  Yes 208 75.4
  No 68 24.6
Monthly Income

(10,000 Won)
  100-149 101 36.6
  150-199 112 40.6
  200-249 39 14.1
  250≤ 24 8.7

3.2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차원 감소를 해서 탐색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인을 포함한 5개의 요인이 탐색

되었으며, 요인회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방식

을 사용하 으며, 공통성(Communality)이 ±0.4이하가 되

는 변수는 제외하 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 으로 선정된, 업무만족도, 

보수만족도, 동료만족도, 직무만족도, 서비스 질을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업무만족도(3문항), 보수만족도

(3문항), 동료만족도(3문항), 직무만족도(3문항), 서비스 

질(3문항)로 분석되었고, 이 요인을 가지고 신뢰도 분석

결과는 최  0.876에서 최고 0.921까지로 신뢰도에는 문

제가 없었다.

3.3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해서 신뢰도 검증과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 고, 모형추정을 해 최 우

도법을 이용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합도를 살펴보면 χ2 = 32.928(df=24), p=0.106, 

χ2/자유도(Q값)=1.372  GFI=0.977, AGFI = 0.948, CFI 

: 0.994 RMR : 0.015 NFI=0.979, RMSEA=0.037 NFI : 

0.979 IFI : 0.994로 나타났다. 

모델을 채택하기 한 일반 은 합도 지수의 기

은 GFI, AGFI, CFI, NFI, IFI는 0.9이상, RMR은 0.05이

하, RMSEA는 0.1이하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

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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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ntents
Factor

loadings
SE t-value p-value CR AVE Cronbach α

Work Satisfaction

WS1 0.771 - - -

0.851 0.656 0.900WS2 0.775 0.072 14.104 0.000

WS3 0.757 0.061 13.700 0.000

Salary Satisfaction

SS1 0.805 - - -

0.857 0.667 0.889SS2 0.748 0.072 14.063 0.000

SS3 0.776 0.069 14.769 0.000

Colleague Satisfaction

CS1 0.835 - - -

0.899 0.729 0.876CS2 0.793 0.057 15.865 0.000

CS3 0.799 0.062 16.071 0.000

Job Satisfaction

JS1 0.855 - - -

0.952 0.869 0.890JS2 0.831 0.053 15.665 0.000

JS3 0.784 0.049 14.601 0.000

Service Quality

SQ1 0.855 - -

0.899 0.806 0.921SQ2 0.831 0.064 19.456 0.000

SQ3 0.784 0.063 20.306 0.000

Fitness of proposal Model
χ2 = 32.928(df=24), p=0.106, χ2/Q-value=1.372,  GFI=0.977, AGFI = 0.948 , CFI : 0.994, 

RMR : 0.015, NFI=0.979, RMSEA=0.037, NFI : 0.979, IFI : 0.994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The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s

1 2 3 4 5

Work Satisfaction 1.00

Salary Satisfaction
.725

(.048)
1.00

Colleague Satisfaction
.690

(.046)

696

(.044)
1.00

Job Satisfaction
.797

(.040)

786

(.038)

737

(.038)
1.00

Service Quality
.574

(.043)

661

(.043)

735

(.045)

716

(.033)
1.00

Construct reliability (CR) .851 .857 .889 .952 .899

AVE .656 .667 .729 .869 .806

<Table 4>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of the measurement model

3.4 측정모델의 타당성 검정결과

측정모델을 분석한 후,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는데 집 타당성을 평가하기 하여 

개념 신뢰도 값을 이용하 고, 별타당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평균분산(AVE)을 이용하 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0.7이상의 값을 보여 집 타당성을 확보하 다. 

따라서 모든 변수에서 집 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별타당성을 검정하기 하여 Fornell과 

Larker[1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

의 상 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을 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잠재 변수간 상 계수 에서 가장 큰 것이 병원만

족도와 업무만족도 간의 상 계수인 0.797이며, 결정계수

는 이의 제곱인 0.635이다. 각 잠재변수 간의 AVE가 각 

잠재변수의 결정계수보다 크다면 별타당도를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잠재변수의 AVE 값이 결정

계수인 0.635보다 크므로 별타당도를 확보하 다고 평

가할 수 있다. 

3.5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안모델에 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업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의 계에 한 H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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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Path) Path coefficients t-value p-value R
2

Work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H1) 0.434 8.011 0.000 0.727

Salary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H2) 0.357 7.001 0.000

Colleague Satisfaction → Job  Satisfaction(H3) 0.389 11.199 0.000

Work Satisfaction → Service Quality(H4) 0.277 2.046 0.041 0.568

Salary Satisfaction → Service Quality(H5) 0.235 1.668 0.095

Colleague Satisfaction → Service Quality(H6) 0.415 4.266 0.000

Job  Satisfaction → Service Quality(H7) 0.372 4.048 0.000

Fitness of proposal Model
χ2
 = 32.928(df=24), p=0.106, χ2

/Q-value=1.372,  GFI=0.977, AGFI = 0.948, 

CFI : 0.994, RMR : 0.015, NFI=0.979, RMSEA=0.037, NFI : 0.979, IFI : 0.994

<Table 5> Structural model analysis

[Fig. 2] structure of the service quality and job satisfaction model

정결과, H1의 계수 값이 0.434, t값(C.R.)= 8.011로 95%의 

신뢰 수 에서 유의하 다. 즉 업무만족은 직무만족을 

증가시켜주는 선행변수로 밝 졌다. 보수만족도와 직무

만족도의 계에 한 가설 H2의 검정결과, H2의 계수 

값은 0.357 t값(C.R.)=7.001로 H2는 채택되었고, 이는 보

수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료만족도와 직무만족도의 계 H3에서는 H3의 계

수 값이 0.389, t값(C.R.)=11.199로 95%의 신뢰수 에서 

유의하 고, 동료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을 증가시

켜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업무만족과 서비스질의 계에 한 가설 H4에서는 

H4의 계수 값이 0.277, t값(C.R.)=2.046으로 가설이 채택

되었고, 업무만족이 높아야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가

설이 확인되었다. 보수만족과 서비스질의 계에 한 

H5에서는 계수 값이 0.235이고 t값(C.R.)=1.668이었으나,  

보수만족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변수가 아닌 것

으로 기각되었다.  

동료만족과 서비스 질에 한 H6에서 계수 값이 

0.415, t값(C.R.)=4.266으로 95%로의 신뢰수 에서 유의

하 고, 동료만족이 높아야 서비스 질에 높아진다는 가

설이 채택되었다.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과의 계에 

한 H7의 검정결과 계수 값이 0.372, t값(C.R.)=4.048로 

95%의 신뢰수 에서 유의한 수 으로 직무만족도는 서

비스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밝 졌다. 

4. 고찰 

이 연구는 요양병원 직원들의 업무만족도, 보수만족

도, 동료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에 미치는 

향과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인과  계를 

악하여, 요양병원의 효율  경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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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안모델에 한 구조방정식 모

델의 추정치 결과 반 으로 수용 가능한 자료 합도

를 보여 주었다. 업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서비스질의 

계에서 계수 값이 0.434, 0.277, 유의한 수 이었다. 보

수만족도와 직무만족도․서비스 질과의 계에서는 계

수 값은 0.357, 0.235로 보수만족과 직무만족간의 인과  

계는 있었으나 보수만족도와 서비스 질과의 련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료만족도와 직무만족도․서비스 질과의 계에서

는 계수 값이 0.389, 0.41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었

다.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과의 계에서는 계수 값이 

0.372로 95%의 신뢰수 에서 유의한 수 으로 직무만족

도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밝 졌다.  

연구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서비스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인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향을 미치는  요성을 보면 서 [12]은 종합병원 의사

들의 직장애착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경로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만족도가 0.503으로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변수라고 하 고, Albrecht[13]은 종사자의 요성

을 강조하면서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본 직장 생활의 질

(Quality of Work Life)은 간과될 수 없다고 제시하 다. 

Kotler[14]은 진보 인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게 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 으로 직무개선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면 높은 수 의 조직구성원의 만족을 창출

하고 결과 으로 조직구성원 만족을 창출한 조직은 외부

고객(환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다고 강

조 하 다. 

Zeithaml과 Bitner[15]는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조직의 

경 성과를 측하는데 있어서 요한 지표가 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 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 으며, 서비스 기업에

서 내부고객 만족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 인 요인으로 내부고객의 만족도

가 높아지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고 

하 다. 이윤 [16]은 인간 계요인과 병원종사원 직무

만족에서 상 계 분석결과 상사와의 계(r=0.380), 동

료와의 계(r=0.147)로 모두 직무만족과 정의 상 계

를 보 으며, 유의수  1%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료만족도가 높아야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직원들의 업무만족도, 보수만족

도, 동료만족도는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통 선행 연구에서는 업무만

족, 보수만족, 동료만족을 직무만족의 세부 항목으로 보

고 이들이 직무만족의 결정 요인이라고 했다. 업무의 질

과 직무 만족도, 서비스 질과의 향 계에서 Tuban[17]

은 품질경 에서 업무의 질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체 

조직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에 하여 차별화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업무의 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

게 된다는 주장을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업무의 질 만족도가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업무

의 질이 높을수록 자신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

각할 수 있고, 자신의 업무가 병원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

는데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습득에 자발 으로 참여하

여 직무 만족도가 로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uban[17],  Benoy[18], 탁기천[19], 백우진[2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보수만족도와 직무만족도, 서비스 질과의 계에서는 

Belcher[21]은 낮은 료는 직무불만의 제1차 인 원인

으로 보고 성취와 인정의 강화수단으로 사용될 때 

 보상은 직무만족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 다. 신태

송[22]의 연구에서는 보수, 인사정책, 직무수행, 직무와 

직무만족간의 계에서 보수만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임정도[23]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평균임 이 높아

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 고, 이자 [24]은 요양

시설과 재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자체에 

한 만족도는 근무계약형태, 평균월 , 정서  탈진, 조

직헌신이 향 요인으로 보고, 그  평균월 이 높으면 

직무자체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이희경[25]의 결과에서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  변수  인간 계가 향을 미

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료만족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Benthey[26]는 회사의 사보가 구성원의 사기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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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특히 직장동료의 의사교환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동료들 간의 불만족발생은 곧 직무만족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김 식[27]의 연구에서도 조직  요인인 직장의 안정

성, 업무의 자율성, 직장 내 인 계에 따라서 직무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이희경[25]은 조직  변인

인 직무자체, 직무환경, 사회  인정, 인간 계가 직무만

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 

곽진배[28]의 결과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은 조직 속에서의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다고 하 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

면 조직 속에서 역할 갈등이 으면 직무만족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동료만족도가 직무만족도

와의 인과 계가 있다는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김 진과 김혜경[29]은 노인 문병원 종사자의 직무만족

과 서비스 질에 한 연구에서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자

기계발이 좋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다고 했다. 김정선, 김

진경, 한우석, 심문숙[30]에서도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직

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무환경(시설  장

비, 인력구성)이 개선될수록, 직무자체에 한 만족이 높

을수록, 병원분 기(동료  상사와의 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직무만족

도가 높다는 것은 직원들이 병원에 한 애착이 깊고 

한 병원의 경쟁력확보에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향을 구조방 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업무만족도가 높으면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업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서비

스 질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보수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

치고 있었지만 서비스 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동료만족도는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직무만족도는 서비스 질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

에서 보듯이 병원은 환자에 한 진료의 우수성을 갖추

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 거기에 더불어 환자들이 

병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

이 무엇보다도 시 한 문제인 것이다. 병원마다 직원들

의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하기 하여 자체 으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으나 본질 인 것은 결과에서 보듯이 

직무만족의 만족도가 높으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직무만족도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기 한 구체  내용으로는 과도

한 업무로 인한 스트 스를 여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

고 직원들에게 한 임 과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료들 간에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신과 마찰을 

일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는 직원들 서로간의 공유의 장

을 마련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종

사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업무의 질 향

상을 하여 경 자들은 종사자들의 업무특성에 한 의

사결정과 참여수 을 확 시켜야 할 것이며, 인 자원

리의 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최 한 개발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하여 지속 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개선을 한 제안 로그

램 참여에 한 인센티  강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업

무의 련된 사항에 한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목표달

성을 한 직원간의 극 이고 유기 인 력 계 유지 

등을 통한 개개인의 능력발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병원의 경 자들은 

종사자들의 만족이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으로 이

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과 직장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  장치를 감시하고, 리하는 방법으로 

병원 회의 병원 서비스 평가 항목에 직원들의 후생복리 

항목을 신설하여 경 자들이 복지증진 노력이 일회성을 

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정부차원에서 의

료기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

도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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