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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갈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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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The Effects of Hospital Employees' Conflict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Gyeong-Tae Lim1*

1Department of Gerontal Health, Paich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병원구성원의 갈등의 결과 변수들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조직유효성 변수에의 향을 악하고자 
하 다. 연구 상자는 305명이었으며. 갈등요인  갈등유형별 갈등수 , 직무만족, 조직몰입 수 간의 상 성은 상 분석을 

이용하 고 일반  특성과 직무 련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갈등이 갈등결과에 미치는 향을 알기 해서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직무만족요인으로 커뮤니 이션, 리더쉽, 퍼스낼리티로 인한 갈등은 반  직무만족, 내인
직무만족, 외인직무만족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쳤으며, 조직몰입 요인은 상호의존성, 리더쉽, 퍼스낼리티가 유의한 갈등변
수 다. 유형별로는 수평  갈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고 수직  갈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수 다. 갈등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낮고, 직무만족 수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the result variables of hospital employees'
confli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with 305 subjects. The correlations among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s by conflict factor and by conflict type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ra-organizational conflicts on conflict results while 
general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 were controll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es, conflicts due to
job satisfaction factors such as communication, leadership, and personality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overall,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level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s such as interdependence, 
leadership, and personality were significant conflict variables. By type, horizontal conflicts affected job satisfaction 
while vertical conflicts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n intra-organizational conflict levels were high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s were lower and when job satisfaction levels were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s were also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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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병원 조직은 구조  직능의 분담 체계가 고

도의 복잡성을 가지는데 이는 병원조직이 다양한 사업목

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출신배경과 문  기능이 

상이한 여러 문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간의 갈

등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1]
하지만 병원조직의 핵심  진료기능을 원만히 수행하

기 해서는 업무자체가 긴 한 상호 련성 하에서 이루

어져야 하며 병원조직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긴 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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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의해서만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을 구성하는 인력 간, 업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조정
을 원활히 이루어내는 것은[2] 병원의 핵심  기능을 착

오 없이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 인 사항이다.
인력 리에 있어 한 갈등 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갈등이 역기능만을 하
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의 경우 순기능의 활용을 한 조

장보다는 역기능의 해소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병원
조직 구성원간의 경쟁보다는 생명과 련된 업무간의 원

활한 조가 더 요하기 때문이다.[3] 
갈등이 미치는 향 가운데 요한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조직 내의 갈등은 조직간, 조직 내의 소그룹 간, 조
직 내 개인 간, 개인내부의 심리  갈등 등 여러 수 에

서 고찰될 수 있다.[4] 
병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 에서 진

료행 에 역할 비 이 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
직원의 형태는 병원운 에 직, 간 으로 큰 향을 끼

친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선정하여 개인  특성과, 직종
에 따른 업무 조 계, 인간 계에 한 의식을 악하

여 이들 간에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의 요인, 갈등의 유형
을 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이 조직의 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갈등의 요인과 유형에 따

라 고찰할 필요가 있다. Lee 등[5]은 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직무만족에는 신지향문화, 임상경력, 
계지향문화, 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는 신지향

문화와 계지향문화가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으

며. Choi 등[6]은 병원 직원에게 경 이념,비젼 등을 
하기 한 노력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등을 분

석하고 사회변화가 조직 환경에 미치는 향을 이해함으

로써 오늘날 모든 조직체에서 발견되는 갈등 상을 병원

조직의 유효성과 련하여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
직원간의 심리  갈등 계와 그 향을 분석하여 이들에 

한 효율 인 인력 리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  병원경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국내․외 문헌에 한 체계  분석과 검토에 근거하

여 병원직원의 조직내 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를 선정하는 한편, 의료인 집단의 갈등지각 수 을 조사

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조직 내 갈등요인  
갈등유형과 직원들의 특성요인과의 상 성을 분석하고, 

조직 내 갈등요인  갈등유형이 그 결과변수로서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 한다.
.‘조직 내 갈등 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낮을 것이다’, 
‘조직 내 갈등수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을 것이다’. 
‘조직 내 직무만족 수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을 것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 4개 병원을 상기 으로 하고 병원

조직에 있어 주요한 집단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
정직원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은 2014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연구자가 각 병원을 방문하여 각 
집단별 담당 책임자를 면담한 후 이들의 조를 받아 일

으로 실시하되 조사도구인 설문서에 조사 상이 직

 응답기록하게 한 후 책임자가 수집하게 하 다.
설문지는 총 320부를 배부하여 308부를 회수하 으

나 응답이 부실한 3부를 제외시켜 305 부를 최종 통계분
석에 이용하 다.
조사된 자료는 SPSS Ver.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직무 련 특성 등 개인

 특성요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 특성요인들 별로 갈등요인  갈등유형에 따른 갈등

수 의 차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수 의 차이를 분석하

기 해서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 다. 연속 형 변
수로 이루어진 갈등요인  갈등유형별 갈등수 , 직무
만족, 조직몰입 수 간의 상 성은 상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 일반  특성과 직무 련특성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 내 갈등이 갈등결과(직무만족, 조
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다 회귀분석

을 이용하 다. 이때, 이용한 변수선정방법은 ‘Entered’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를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하 다.

2.2 연구에 사용한 도구 

갈등수 을 측정하기 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갈등을 요인별로 측정하기 한 도구로서는 Dubrin, 
Robbins, Thomas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상호의존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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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차, 집단 응집력, 커뮤니 이션, 리더쉽, 퍼스낼리
티 등으로 갈등요인별 갈등수 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이용하 다. 갈등유형을 측정하기 한 도구는 Katz와 
Kahn, Robey의 분류인 수직  갈등과 수평  갈등으로 

분류하여 갈등 수 을 측정하 던 국내 선행연구의 조사

도구를 변용하여 이용하 다[7]

2.2.1 연구의 틀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조직 내에서 갈등요인들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 조직몰입은 낮을 것이고,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병원조

직 내 산재되어 있는 갈등요인과 갈등유형들이 갈등의 

결과로서 조직유효성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 다.

 

Fig. 1. The framework of the study

갈등결과변수  직무만족은 MSQ(Minnesota 
Satisfation Questionnaire)  단축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Alutto가 개발한 문항과 Mowday, Porter, Moff등의 설
문문항  병원조직 특성에 합한 항목을 선정하여 3문
항으로 구성하여 체 55문항으로 작성하 다.[8][Table 1]
연구에 이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내 일치도 계수

인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 조직 내 갈

등 총 24문항의 Cronbach's α값은 0.8726, 갈등요인을 
측정하기 한 총 17문항의 Cronbach's α값은 0.8411, 
갈등유형 총 7문항의 Cronbach's α값은 0.6364 다.

,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0.7988, 0.9146이었다.
직무만족을 내  직무만족과 외  직무만족으로 나

어 본 결과, Cronbach's α값은 각각 0.8646, 0.8337이었
으며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용된다.[9]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무관련특성

연구 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80명(26.2%), 여자 
225명(73.8%)으로 여자가 히 많았고, 연령은 29세 
이하가 198명(64.9%)으로 부분을 차지했으며 30세 이
상 39세 이하는 80명(26.2%), 40세 이상 49세 이하는 
22명 (7.2%), 50세 이상은 5명(1.6%)이었다. 학력수 은 

문 졸이 225명(73.8%)으로 가장 많았고 졸 50명
(16.4%), 학원 18명(5.9%), 고졸 12명(3.9%)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27명
(41.6%),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1명(3.6%), 미혼인 경
우 167명(54.8%)이었다. 이는 병원을 구성하는 인력  
비교  높은 비 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이 이제는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시  상황을 암시해

주고 있는 자료라 하겠다.
연구 상자를 직종별로 보면 의사 20명(6.6%), 간호

사 165명(54.1%), 행정직원 66명 (21.6%), 의료기사 54
명(17.7%)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이를 직 별로 보

면 원장, 부장, 과장, 행정원장, 부원장, 실장 등 직  1에 
속한 직원이 16명(5.2%), 진료과장, 감독, 수간호사 사무
국장, 기획실장, 주임 등 직 2에 속한 직원이 30명 
(9.8%), 인턴, 지던트, 책임간호사, 과장, 리, 의료기
사 등 직 3에 속한 직원 60명(19.7%), 간호사, 사원, 의
료기사보조 등 직  4에 속한 직원199명(65.2%) 등이었다.
월평균 소득 수 은 150만 원 이하가 74명 24.3%, 

15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가 198명(64.9%), 250만 
원 이상이 33명(10.8%)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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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finition and contents of measured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questions)* Measurement levels

Independent variables

1. Conflict factors  

 Measured using Likert scales
 1 point : not at all so
 ∣ 
 5 points : very much so

 Interdependence States in which organization members rely on 
each other in achieving goals through mutual 
cooper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or 
cooperative activities

3 (II-1,5,13)

 Gaps between goals Conflicts occurring due to gaps in expertise 
and areas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3 (II-2,9,17)

 Collective cohesion Conflicts occurring because of the inability to 
have group members stay in the group with 
efficient incentives or to conduct goal oriented 
behaviors to be effective for the achievement 
of group goals

2 (II-3,4)

 Communication Means of actions that introduce emotions by 
delivering intentions and exchanging 
information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s for problem solving and for 
humane ties

3 (II-6,7,8)

 Leadership Humane element that motivates organization 
members appropriately so that they act toward 
organizational goals

3 (II-10,11,24)

 Personality. Characteristic quality and adapting 
styles(achievement needs and self-confidence)

3 (II-12,14,15)

2. Types of conflicts

 Horizontal conflicts Conflicts between colleagues due to different 
views in the process of handling works

3 (II-16,18,20)  Measured using Likert scales
 1 point : not at all so
 ∣ 
 5 points : very much so Vertical conflicts Conflicts between superiors and subordinates 

due to different views in the process of 
handling works

4 (II-19,21,23,25)

Dependent variables Results of conflicts  Measured using Likert scales
 1 point : not at all satisfactory ∣ 
 5 points : very much satisfactory1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degree to which organization members feel 
the sense of unity with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y belong mentally

3 (II 26～28)

2. Job satisfaction Emotional attitudes related to jobs 20 (III 1～20)
Control variables Personal factors
 Sex Sexes of survey subjects 1  Male;1, female:2
 Age Ages of survey subjects 1  Enter real numbers
 Education

level 
Education levels of survey subjects 1  1 High school graduation, 2 junior college 

graduation, 3 university graduation, 4 graduate school 
graduation

 Marital status  Marital statuses of survey subjects  1 married(with or without spouse), 2 unmarried
Job related factors

 Years of service  Numbers of years of service of survey 
subjects

1  Enter real numbers

 Monthly average 
salary

 Monthly average salaries of survey subjects 1  Enter real numbers

 Job type Job types of survey subjects 1  Doctor, nurse, administrative staff, medical 
technician

 Class Classes of survey subjects by job type 1 (Doctor) 1 director, 2 treatment section chief, 3 
intern, resident, 4 general doctor
(Nurse) 1 department head, section chief, 2 
supervisor, head nurse 3 charge nurse, 4 general 
nurse
(Administrative staff) 1 administrative director, 
vice-director, 2 secretary-general, planning office 
head, 3 section chief, deputy section chief, 4 staff 
member
(Medical technician) 1 office head, 2 chief, 3 
medical technician, 4 assistant medical technician

* The questions are the numbers of survey tools set forth in the appendix

Table 1. The contents of the variables used in the study and measu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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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 variable G.hospital K.hospital J.hospital V.hospital Total

Hospital characteristic
One’s sickbed 220  555 170 280 -

Hospital one’s sickbed 250  600 200 220 -

Number of patients Outpatient 380 1,000 200 300 -
Inpatient 220  440 160 180 -

Number of staffs

doctor  23  50  17  19 -

Nurse 110  270  82  90 -
Medical engineer  18  40  16  17 -

Administrative
staff 

 30  98  27  25 -

General characteristics n=80  n=78 n=80  n=67 305

Sex
Male 22(27.5) 28(35.9) 24(30.0)  6( 9.0)  80(26.2)

Female 58(72.5) 50(64.1) 56(70.0) 61(91.0) 225(73.8)

Age
 

-29 51(63.8) 41(52.6) 51(63.8) 55(82.1) 198(64.9)
30-39 20(25.0) 29(37.2) 20(25.0) 11(16.4)  80(26.2)
40-49  5( 6.3)  8(10.3)  8(10.0)  1( 1.5)  22( 7.2)
50세-  4( 5.0) -  1( 1.3) -  5( 1.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 2.5)  -  7( 8.8)  3( 4.5)  12( 3.9)
2-years college 54(67.5) 51(65.4) 60(75.0) 60(89.6) 225(73.8)
4-years college 17(21.3) 19(24.4) 10(12.5)  4( 6.0)  50(16.4)
Graduate school  7( 8.8)  8(10.3)  3( 3.8)   18( 5.9)

Marital status 
Married(spouse alive) 34(42.5) 40(51.3) 34(42.5) 19(28.4) 127(41.6)
Married(spouse died)  2( 2.5)  2( 2.6)  5( 6.3)  2( 3.0)  11( 3.6)

Unmarried 44(55.0) 36(46.2) 41(51.3) 46(68.7) 167(54.8)
Occupations Position

Doctor
Sub-total  9(11.3)  5( 6.4)  6( 7.5) -  20( 6.6)
Director  5( 6.3)  -  2( 2.5) -
Manager  4( 5.0)  5( 6.4)  4( 5.0) -

Intern - - - -
General - - - -

Nurse

 

Sub-total 44(55.0) 42(53.8) 38(47.5) 41(61.2) 165(54.1)
Direcor  1( 1.3)  1( 1.3)  1( 1.3)

General manager  4( 5.0)  2( 2.6)  3( 3.8)  1( 1.5)
Senior  2( 2.5)  4( 5.1)  1( 1.3)  4( 6.0)

General 37(46.3) 35(44.9) 33(41.3) 36(53.7)
Administration staff Sub-total 16(20.0) 15(19.2) 22(27.5) 13(19.4)  66(21.6)

Manager  2( 2.5)  3( 3.8)  3( 3.8)  1( 1.5)
Staff 14(17.5) 12(15.4) 19(23.8) 12(17.9)

Medical 
engineer

Sub-total 11(13.8) 16(20.5) 14(17.5) 13(19.4)

General Manager  2( 2.5)  1( 1.3)  1( 1.3)  2( 3.0)  54(17.7)

Senior  1( 1.3)  4( 5.1)  1( 1.3)  1( 1.5)
General  7( 8.8) 11(14.1) 12(15.0) 10(14.9)
Assistant  1( 1.3) - - -

Salary level
(10.000won/

month)

150 17(21.3) 10(12.8) 33(41.3) 14(20.9)  74(24.3) 

151-250 52(65.0) 58(74.4) 35(43.8) 53(79.1) 198(64.9)

251 11(13.8) 10(12.8) 12(15.0)  -  33(10.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related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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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 variable 
Sample

siz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value

Sex
Male  80 44.03 ( 7.87) .000

Female 225 52.91 (10.16)

Age
 

- 29 198 52.80 (10.08) .000

30-39  80 48.51 ( 9.68)

40-00  27 40.37 ( 6.6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 52.00 ( 7.73) .000

2-years College 
225 52.30 (10.48)

4-years College
 50 45.78 ( 7.47)

Graduate school
 18 41.44 ( 8.84)

Marital status
 

Married(spouse alive)
127 48.28 ( 9.30) .002

Married(spouse died)
 11 48.91 ( 5.94)

Unmarried 167 52.43 (11.02)

Occupations

Doctor  20 43.30 ( 8.03) .004

Nurse 165 51.90 ( 9.94)

Administration staff  66 49.80 (10.66)

Medical engineer  54 50.19 (11.03)

 Position1)

Position1  16 41.19 ( 7.60) .000

Position2  30 46.37 ( 9.83)

Position3  60 50.03 (10.67)

Position4 199 52.13 (10.01)

Years of - 2 106 52.05 (11.16) .000

working
3 - 5 134 51.57 ( 9.84)

6 - 0  63 45.84 ( 8.76)

Salary level
(10.000won/

month)

 150  74 52.28 ( 9.47) .000

151-250 198 51.28 (10.48)

251  33 42.55 ( 7.99)

Hospital

G Hospital  80 48.16 ( 8.47) .000

K Hospital  78 46.17 ( 8.62)

J Hospital  80 51.76 (10.84)

V Hospital  67 57.18 (10.29)

1) 1. Director(Doctor), Director(Nurse), Manager(Administration staff), General manager(Medical engineer); 
   2. Manager(Doctor), General Manager(Nurse), Senior(Medical engineer);
   3. Intern/resident(Doctor), Senior(Nurse), General(Medical engineer); 
   4. General (Doctor), General(Nurse), Staff(Administration staff), Assistant(Medical engineer)

Table 3. Overall Conflict Level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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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갈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상자의 특성별로 갈등요인과 유형을 고려한 반  

갈등수 은 Table 3에 제시하 다. 성별은 부분 간호
사인 여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갈등수 이 히 높았으

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수 이 높았다. 교
육수 별로 보면 문 졸업자들의 갈등수 이 가장 높

았으며 근무 년 수가 을수록 더 높은 수 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에 비해 갈등수 이 높았다.
직종별로는 의사와 업무상 이 제일 많은 간호사 

집단이 갈등수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기사, 행
정직원 순이었으며 의사가 경험하는 갈등수 이 가장 낮

았다. 
직 별로는 상 직 보다는 하 직 (간호사, 사원, 

의료기사 등)이 경험하는 갈등수 이 다른 직 에 비해 

더 높았다. 여수 은 낮을수록 경험하는 갈등수 이 

높았다.
, 병원별로 직원들이 경험하는 갈등수 에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구 상 4개 병원 에서 K병원 
직원들이 경험하는 갈등수 이 가장 낮았고 V병원직원
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직무만족의 수 을 비교하면, 반  직무만

족, 외인직무만족  내인직무만족은 모두 남자가 여자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반  직

무만족, 외인직무만족, 내인직무만족 모두 높은 연령계
층에 속한 직원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 교육수 에 따라서 보면 반  직무만족, 외인직
무만족, 내인직무만족 모두 문  졸업자들이 가장 낮

았고, 다음으로 고졸, 졸, 학원졸업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결혼상태에 따라
서는 미혼이나 기혼 무배우 직원들에 비해 기혼 유배우

자의 직무만족 수 이 유의하게 높았다.
갈등결과지표로 조사된 변수들  조직몰입의 수를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 다. 
성별로 보면, 남자직원의 조직몰입 수가 여자직원들

의 조직몰입 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 직원의 조직몰입 수가 30-39세 직원과 
29세 이하 직원들의 조직몰 입 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으며,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
교육수 별로 보면 졸과 학원졸업 직원들의 조직

몰입 수가 고졸과 문 졸 직원들의 조직몰입 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결혼 상태별로 보면 기혼/유
배우자의 조직몰입 수가 기혼/무배우자나 미혼 직원들
의 조직몰입 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반  갈등

수 과 갈등요인별 갈등수 , 갈등유형별 갈등수 과는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반  갈등수 은 조

직몰입과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는데 어떠한 요인

별, 유형별 갈등수 이라도 높게 인지할수록 조직몰입은 

낮았다. 직무만족은 반  갈등수 , 요인별, 유형별 갈
등수 과 모두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 내인 

직무 만족과 외인 직무만족과도 각각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은 유의
한 양의 상 계가 있었는데 반  직무만족, 내인 직
무만족, 외인 직무만족을 높게 인지하면 조직몰입도 증
가하는 계가 있었다.

3.3 조직 내 갈등과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 수를 종속변수로 갈등요인(모형1), 갈등
유형(모형2), 내인  외인 직무만족(모형3), 갈등요인, 
갈등유형  직무만족(모형4)을 독립변수로 하고 개인의 
사회 인구학  변수들과 직종  직 , 병원의 종류, 재
직기간, 여수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다. 

3.3.1 회귀모형1

조직몰입을 종속변수, 갈등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회
귀모형1의 결정계수(R2)는 0.518로 모형은 합하 다

(F=13.122; p=0.000).
상호의존성, 리더쉽, 퍼스낼리티로 인한 갈등은 조직

몰입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데 회귀계수는 각각 

-0.497(p=0.007), -0.0739 (p=0.000), -0.983(p=0.000)이
었다. 갈등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조직몰입 수는 각

각 0.497 , 0.739 , 0.983  감소하는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유의한 련성이 있는 변수는 교
육수 , 근무 년 수, 근무병원 등이었는데, 학원졸업 

직원, 근무 년수가 증가할수록, J병원과 V병원에 근무하
는 직원의 조직몰입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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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ample size Average (SD) p-value

Sex
Male  80 8.08 (1.99) .000

Female 225 6.34 (1.91)

Age 
 

- 29 198 6.29 (1.85) .000

30 - 39  80 7.28 (1.98)

40 - 00  27 9.11 (2.1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 6.50 (1.51) .000

2-years College 225 6.34 (1.88)

4-years College  50 7.88 (1.86)

Graduate school  18 9.67 (2.03)

Marital status
 

Married(spouse alive) 127 7.46 (2.08) .000

Married(spouse died)  11 6.55 (2.30)

Unmarried 167 6.31 (1.93)

Occupations

Doctor  20 8.95 (1.91) .000

Nurse 165 6.36 (1.90)

Administration staff  66 7.12 (1.93)

Medical engineer  54 6.93 (2.29)

 Position1)
Position1  16 9.63 (2.13) .000

Position2  30 7.90 (1.81)

Position3  60 6.78 (2.22)

Position4 199 6.41 (1.83)

Years of
working

- 2 106 6.56 (2.03) .010

3 - 5 134 6.63 (1.98)

6 - 0  63 7.48 (2.21)

Salary level
(10.000won/

month)

 150  74 6.61 (1.83) .000

151-250 198 6.52 (1.98)

251  33 8.91 (2.01)

Hospital

 
 

G Hospital  80 7.50 (1.79) .000

K Hospital  78 7.38 (2.03)

J Hospital  80 6.54 (2.14)

V Hospital  67 5.58 (1.79)

1) 1. Director(Doctor), Director(Nurse), Manager(Administration staff), General manager(Medical engineer); 
 2. Manager(Doctor), General Manager(Nurse), Senior(Medical engineer); 
 3. Intern/resident(Doctor), Senior(Nurse), General(Medical engineer);
 4. General (Doctor), General(Nurse), Staff(Administration staff), Assistant(Medical engineer)
* ; p<0.05, ** ; p<0.001, *** ; p<0.000

Table 4. Organization commi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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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2) Model1 Model2 Model3 Model4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s

p-value
Regression 
coefficients

p-value
Regression 
coefficients

p-value
Regression 
coefficients

p-value

Constant term 10.301 0.000 9.306 0.000 0.138  0.928 4.320  0.016

 Sex Female/male 0.301 0.397 0.008 0.983 0.093  0.784 0.265  0.423

 Age Real age 0.043 0.120 0.038 0.193 0.023  0.379 0.027  0.285

 Education
level

4-years College/
High school, 2-years College

0.199 0.533 0.692 0.041 0.649  0.033 0.423  0.155

Graduate school/
High school, 2-years College

1.505 0.018 2.075 0.002 2.468  0.000 2.107  0.000

 Marital status Married(spouse died)/
Married(spouse alive)

-0.293 0.567 0.038 0.944 0.283  0.564 0.118  0.804

Unmarried/Married(spouse 
alive)

-0.087 0.719 -0.132 0.608 -0.024  0.916 -0.022  0.923

Occupations
Nurse/Doctor 1.118 0.218 1.228 0.209 2.579  0.004 1.855  0.030

Administration staff/Doctor 1.642 0.079 1.643 0.103 2.885  0.001 2.185  0.013
Medical engineer/Doctor 1.390 0.116 1.184 0.212 2.790  0.001 2.211  0.008

 
Position1)

 

Position2/ Position1 -0.653 0.212 -1.026 0.065 -0.840  0.093 -0.588  0.224

Position3/Position1 -0.931 0.094 -1.382 0.019 -1.144  0.030 -0.755  0.141
Position4/Position1 -0.961 0.163 -1.403 0.055 -0.989  0.134 -0.578  0.366

Years of working (Real Years of Working) -0.128 0.004 -0.091 0.052 -0.090  0.032 -0.103  0.011

Salary level (Real Years of Working) 0.002 0.184 0.001 0.713 0.002  0.067 0.002  0.063

Working
in Hospital

K Hospital/
G Hospital

-0.032 0.900 -0.212 0.440 -0.094  0.702 -0.068  0.775

J Hospital/
G Hospital

-0.527 0.035 -0.669 0.013 -0.447  0.065 -0.379  0.103

V Hospital/
G Hospital

-0.631 0.021 -0.971 0.001 -0.620  0.018 -0.372  0.145

 Conflict factors Interdependence -0.497 0.007 -0.379  0.026

 Goal difference 0.004 0.985 -0.020  0.910

 Collective cohesion -0.110 0.530 -0.027  0.870

 Communications -0.241 0.127 -0.013  0.932

 Leadership -0.739 0.000 -0.215  0.243
 Personality -0.983 0.000 -0.716  0.000

 Conflict type Horizontal conflict -0.034 0.877 0.348  0.098
Vertical conflict -1.420 0.000 -0.555  0.019

Job satisfaction
Endogenous Job satisfaction 0.129  0.000 0.097  0.000
Exogenous Job satisfaction 0.109  0.002 0.076  0.049

R2 0.518 0.431 0.528 0.599

F 13.122(23) 11.358(19) 20.134(16) 15.187(27)

p-value 0.000 0.000 0.000 0.000

1) 1.Director(Doctor),Director(Nurse),Manager (Administration staff), General manager (Medical engineer); 
   2.Manager(Doctor),General Manager(Nurse), Senior (Medical engineer); 
   3.Intern/resident(Doctor), Senior(Nurse), General (Medical engineer);
   4.General(Doctor),General(Nurse),Staff(Administration staff), Assistant(Medical engineer)
2) The regression model is that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different.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ra-organizational conflicts and job s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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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회귀모형2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갈등유형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2의 결정계수(R2)는 0.431로모형은 합하
다(F=13.122; p=0.000).
수직  갈등이 회귀계수 –1.420(p=0.000)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데 수직  갈등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조직몰입 수는 1.420  감소하는 계가 있음을 의미

한다. 
교육수 , 직 , 근무병원 등이 련변수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가 높고 직 3에속한 직원과 J병
원과 V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조직몰입 수가 유의하

게 낮았다.

3.3.3 회귀모형3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3의 결정계수(R2)는 0.528 으로서 모형은 
합하 다(F=20.134; p=0.000). 내인 직무만족과 외인직
무만족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 으며 회귀계수는 

각각 0.129(p=0.000), 0.109(p=0.002) 다. 이는 내인직
무만족 수와 외인직무만족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조직몰입 수는 각각 0.129 , 0.109  증가하는 의미이

다.

3.3.4 회귀모형4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갈등요인, 갈등유형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4의 결정계수(R2)는 
0.599로 모형은 합하 다(F=15.187; p=0.000). 
모형1, 모형2, 모형3에 투입했던 독립변수들을 모두 

투입하 으나 세 모형의 결정계수의 합에 비해 매우 작

았다. 이는 갈등요인, 갈등유형,  직무만족 간에 공분

산이 큼을 의미한다. 조직 내 갈등은 직무만족을 통해 간
으로 조직몰입에 항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3.3.5 기타

연구 상자의 특성변수와 함께 직무만족을 함께 투입

하여 직무만족을 통제하면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변수로 상호의존성,퍼스낼리인데 회귀계수는 각각 
-0.379(p=0.026), -0.716 (p=0.000)이었다. 이는 갈등 
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조직몰입 수는 각각 0.379 , 
0.716  감소하는 계를 의미한다. 

통제변수들  교육수 , 직종, 근무 년 수 등이 유의
한 련성이 있었으며 학졸업 직원과 학원졸업 직

원, 여수 이 증가 할수록 조직몰입 수 이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몰입 수는 유

의하게 감소하 다(회귀계수=-0.103, p=0.011). 근무하
는 병원에 따른 조직몰입 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이 소비자 

측의 편의와 가치로 옮겨가는 실에서 환자가 원하는 

세련되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실한데 이를 한 갈

등수 이 높은 병원조직의 갈등을 리하고 갈등요인과 

갈등유형을 조직의 유효성과 련하여 악하고 이해하

는 노력이 선결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시의 하다 할 

것이다. 
련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조사도구들은 신뢰도

(0.6364- 0.9146)에서 문제가 없으며 가설 검정을 한 
분석모형으로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으며 병원 직원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무리는 없었다.[10,11,12]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는 낮은 수 의 갈등요인들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조직유효성에는 더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결과 다.
직종별 갈등 수 은 간호사의 경우 수평 , 수직  갈

등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Huh[7]의 연구에서도 
간호직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와 해소 방안의 부재 등으

로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13] 하지만 수련의가 연
구 상에 포함된 Ryu[3]의 결과와는 상이 했고 Shin[8]
의 연구와는 결과가 일치했다.
연구 상자의 특성별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결과

는 남자, 높은 연령층, 높은 교육수 , 기혼직원, 많은 근
무연수, 높은 여, 의사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Lee[14], 
Lee등[15], Lee등[16], Kwon등[17]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 으나 갈등 수 과는 역의 상 계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12,18]
회귀분석을 통한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갈등요인

과 갈등유형을 분석하면 커뮤니 이션, 리더쉽, 퍼스낼
리티로 인한 갈등이 반  직무만족, 내인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쳤고 커뮤니 이션과 리더십으로 인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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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외인직무만족에 유의하게 부의 향을 주는 갈등요

인 이었다.
이는 동일한 분석모형을 선택한 Huh[7]의 연구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커뮤니 이션이 원만하면 갈등요

인 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며 본 연구

에서는 갈등수 이 높으면 직무만족이 높다는 가정을 수

용하기 어려워 갈등수 이 높을수록 갈등 수가 높아지

도록 처리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변수를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은 본 연구가 선행연구보다 높았다. 
외인직무만족은 퍼스낼리티로 인한 갈등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외인직무만족이 근로조건이나 

생요인에 향을 받지만 내 동기요인에 가까운 퍼스낼

리티로 인한 갈등과 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신뢰

성 있는 결과로 보았다.
갈등유형별 수평  갈등과 수직  갈등은 모두 직무

만족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변수 는데 Ryu[3] 
의 연구 모델과도 일치하는 내용 이었다.

Huh[7]는 조직몰입 신 직무몰입변수를 측정하여 

결과변수로 분석하 는데 커뮤니 이션만 직무몰입에 

유의한 갈등요인이었다.
하지만 Ryu[3] 의 연구 결과는 리더쉽과 집단응집력

을 제외한 갈등요인이 직무몰입에 부의 향을 주는 변

수 는데 이는 연구 상병원이 학병원과 일반 종합병

원의 차이 다.[19,20]
조직몰입에 한 갈등요인과 갈등유형의 분석 결과는 

상호의존성, 리더쉽, 퍼스낼리티 등이 유의한 향을 미
치는 변수 는데 직무만족의 유의한 변수와는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조직 내 갈등이 직무만족에 직  향을 미치

고 조직몰입에는 직무만족을 매개로 직간 인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이는 직무만족, 갈
등요인, 갈등유형 변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에서도 
명확하 다.
갈등요인 ,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커뮤

니 이션과 리더십으로 인한 갈등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며, 퍼스낼리티로 인한 갈
등은 직  향과 직무만족을 매개로 한 향을 모두 

가진다.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갈등은 직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갈등의 유형별로 보면, 수평  갈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고, 수직  갈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직 내 갈등 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은 낮을 것이다’, 
‘조직 내 갈등수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을 것이다’. 
‘조직 내 직무만족 수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을 것

이다’ 
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업무량 분석을 개인별로 조사하여 다변

량 회귀분석에서 보정하지 못한 과 연구모형을 이론

으로 엄정하게 구성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여 지속 인 연구와 갈등

해소를 한 병원조직 성과를 한 정책과 이론들이 정

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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