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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의 관점에서 법·제도, 감시체제, 대응관리체계가

조직시민행동에어떠한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절차로 이론적 논의와실무

적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적 대응과 시민들의 협력적 행동의 인과적 관계에서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감시체계와 비상대응체계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여행과 교류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감염경로 비중

이 다소 많은 비중을 보이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조직신뢰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확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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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laws, systems, surveillance systems,

and response management system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from the viewpoint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for public hospit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itoring system an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showed a stronger relationship in the prevention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will be carried out in the field based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at the importance of the organization trust is paid attention and the firm the

theoretical found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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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의 획일적인 명령통일의 조직방식은 현재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특히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회문제가 발

생할경우는더욱중요하다. 즉, 조직은유기적이면서구

성원들의자발적인사회참여와협력때문에유지되며발

전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구성원들이 어느 만큼이나 조

직에대한애정과열정을쏟아부어주는가에따라그조

직의 목표달성 정도에 생명력이 결정된다. 특히, 신종감

염병 발생과 비상대응계획으로 감염병발생 시 비상대응

계획등정부조직의비상대응을바탕으로하는조직시민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감염병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위험성

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1]. 이는 급증해가는 국제교류로

인해해외에서발생하는감염병이국내로유입되는가능

성이 커지면서 그 위협이 높다. 신종감염병인 사스와 신

종플루, 메르스 등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병은 과

거에 발생한 감염병과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대처나 예방은 국가에 모

든 것을 맡겼을 경우 곤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감

염병의효과적인대응을하기위해서는민간영역과협력

하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3]. 이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신뢰에대해서 Tan & Tan(2000)은 신뢰만

큼개인과조직간의행태에상당하게영향을미치는변

수는 없다고 말했다. Behn(1995)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공공관리적차원에서풀어야할가장핵심적키워

드로 조직신뢰로 보았다. 조직신뢰의 축적은 그 구성원

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시민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의 경험적 축적은 바로 조직

의 운명이 기본적인 전제요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직구성원들의 상호협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서 조직신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까지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는 현황과 법률적

관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감염병 연구의 실증연구에

있어 그 대상들이 병원 구성원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

다. 변수의선정에서도결과변수로조직몰입과직무만족

등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많이 다

루어졌다.

그러나, 조직신뢰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

호간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해사실적규명이미흡

했다. 또한, 공조직이나 사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와감염병예방

관리 유형에 대한 관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

런데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혀 없는

실정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의관점에서법·제도, 감시체제, 대응관리체계가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 바탕으

로 이론적 논의와 실무적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적 대

응과 시민들의 협력적 행동의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본다.

2. 이론적 논의
2.1 국내 감염병 발생현황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은 일부 지역 혹은 일시적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생물테러 위험과 같은 엄청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감염

의위험도가높아지고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같은새

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의 전이 정도와 범

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발생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

을 정도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부분적이고 초보

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보고되지 않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등의종류는발병되지않고있다. 홍역,

콜레라등은인구백만명당한명미만인퇴치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전통적인 수인성 혹은 식품

매개 감염병인 장티푸스 등과 인수공통 감염병인 탄저,

브루셀라증, 공중매개감염병인 발진티푸스 등은 대부분

감염병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가입국중발생혹은사망률이 1위를차지하고있

으며, A형간염도 아직 퇴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

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면서

국내에서 270명이사망하여약 1조 9천억원의사회적혹

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4,5]. 특

히 기후변화, 세계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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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말라리아와뎅기열등해외에서유입되는감염병과

함께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등 처음으로 보고되는 신종

감염병들이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2.2 감염병 예방관리
2.2.1 감염병 관련 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과

관련된 법으로 국민 건강에 유해를 차단하고 대유행을

방지, 예방관리하는목적으로규정한법이다. 이법이전

에 「전염병예방법」은 2009년 12월 29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되었고, 감염병의예방과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

기 위해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하였다. 이는사람들간의전파가되지않는질환들을포

괄한 감염병의 용어로 정리하였다.

2.2.2 감염병 감시체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가 있다. 또한 일정기준에 의해 참

여하는의료기관들의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서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동시에운영하고있다. 전수감시

대상인감염병의경우는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병원

체보유자를진단한경우에감염병환자등의사체를검

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바로

신고하여야한다[6]. 그리고표본감시대상감염병의경우

감염병 환자, 의사, 병원체 보유자 등을 진단할 경우, 감

염병환자등의사체를검안한경우 7일이내에관할보건

소에 신고하여야 한다[7].

2.2.3 비상대응체계 
감염병이발생함으로인하여국가적인피해가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에서 먼저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를설치하여감염병에대한총괄지원과협조를담

당하게된다. 그리고국민안전처는위기관리체계와기관

별 활동 방향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

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국립검역소에 지시를

통해 방역기획과 총괄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8].

또한, 전국의 공항, 항만, 검역소를 통해 국내로 유입

하는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국

내 감염병에 대한 확산을 대비하고 주요 의료기관과 민

간자문기관 등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국질병관리본부의 16개시·도, 253개 보건소, 13

개 검역소등과관련기관에서범정부적인대책기구들을

설치하고운영하여이들과상호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

하게 된다. 특히 가축 방역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신속하게정보공유가이루어지게하고, 인체감염방재대

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와

7개 전문분과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게 된다.

2.3 조직신뢰
조직신뢰의 연구는 그 분석대상이 개인과 집단, 조직

으로구분하여연구되어져왔다. 그러나조직신뢰연구는

분석단위를 개인, 조직, 집단의 일차원적인 개념화에 의

한 연구라고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신뢰대상이 조직 혹은 업무부서는 물론 최고경영진, 상

사, 부하, 동료등과다른부서및팀등으로다양한계층

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9,10,11,12].

이제까지조직신뢰의연구는일반적으로감염병예방

관리를 다계층으로 수용하면서, 조직에 대한 신뢰, 상사

에대한신뢰, 그리고동료의신뢰로일방적으로구분됐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조직성과 와는 직접 연

관성이있으며, 상사-부하의관계와조직구성원의관계

등에있다. 이러한연구는조직에대한신뢰와상사에대

한 신뢰가 동시에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조직의 대상을 다층적으로 개념화하고 기

업보다 위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최고경영진의활동과결정에서조직의신뢰는많은영향

을 받고, 법·제도와 업무부서의 책임자의 감시체제를 수

직적 신뢰로 보았다. 그리고 동료들 간의 신뢰를 수평적

인 신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3].

2.4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개념을 정의하

는것이조금씩다르다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조직시

민행동의구성요소는이타심, 일반적순응을제시하거나,

이타심, 순응, 참여를 제시하기도 한다. 조직시민행동의

주요구성요소로이타심, 순응, 참여를강조한바있으며,

규칙복종, 타인의 원조, 우수성 추구, 충성과 참여 등을

조직시민행동으로 보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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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을 이타심, 양심성, 예의

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으로보았다. 이를 자세히 설명

하면, 이타심의경우조직에서업무등업무외적인문제

를 다른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행위이며, 결

근동료와 업무량이 많은 동료 및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

조한 동료들을 돕는 행위를 말하였다[15].

양심성은조직이요구하는최소한의규칙과휴식시간,

기본사항들을 준수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의

역할 외에 부가적인 요구들을 헌신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의 개인들에게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근무규칙·휴식을 준수하며, 고객을 위하여 봉사하

여 조직유지에 도움을 주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의성

은자신의의사결정혹은행동으로인해영향을받는동

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를 주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자발성은 불가피한 개인의

불편을 불평하지도 않고, 오로지 참고 인내하는 조직구

성원의행동의지를말한다. 스포츠에서는이러한어려움

을 이겨내려는 행동을 말한다. 시민정신은 조직의 구성

원으로책임지고, 조직활동에참여하여몰입하고고민하

는 행동을 말한다.

3. 조사설계 및 방법
3.1 자료수집 및 자료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에 속한 공공병원(보

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에 속한 공무원과 이용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12일부터

동년 5월 30일까지 이며 조직구성원들인 공무원들과 이

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를 수집하

였다. 설문지는 279부이며, 사용불가능한설문지를제외

한 26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

우 남자가 74.2%, 여자가 25.8%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학력의 경우 전체 65% 이상이 4년제 대학

을 졸업하였다. 이중 전문대 졸업 22.4%를 포함될 경우

전체의 87% 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

급의경우 7급이 32.4%로가장많은편이다. 그 외 6급이

231.3%그리고 8급이 20.8%그리고 9급 23.8%로그분포

가비슷한분포를차지하였다. 직렬은행정직이 48.7%와

기술직이 34.3% 이다. 그 외 기능직 8%와 전산 및 계약

직과 기타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20-30대가 5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29.8%를 차지하고 있다. 근무기간의 경우 5년 이하가

44.5 %로 가장 많고, 15년 이상도 30.7.%를 차지하였다.

3.2 변수측정
감염병 관리 ‘법·제도’는 ‘감시체계’ ‘비상대응체계’ 을

포함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조직시민

행동에관한문항중 ‘이타심’, ‘양심성’, ‘예의성’, ‘자발성’,

시민정신‘ 등의 행동에 관련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6개문항을통해측정하였다. 조직신뢰는 ’조직

신뢰‘, ’상사신뢰‘, ’개인신뢰‘ 로 구분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여측정하였다. 설문지에서 제시한문항은 5점 리

커트척도를활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선행연구에서제

시한 변수의 구성개념과 일치성을 확인한다. 이후 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설문의 내용이

타당한가를확인하기위해주성분분석을실시한다. 베리

멕스회전방식을통해변수들의요인축적을실시한요인

분석을시행하였다. 그리고각문항의선정을위해각변

수들의 측정개념 등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준거로 0.5

이상 요인적재량이 확인된 것만을 채택하였다.

4. 분석의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1>에 감염병 안전관리의 법·제도, 감시체제

및 비상대응체계의 정도와 조직시민행동의 정도를 확인

할수있도록 5점척도로측정한평균값을우선적으로제

시하였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변수들인 법·제도, 감시체

제, 비상대응체계의 평균은 3.40이고, 법·제도는 3.37로

감시체제(3.78)와 비상대응체계(3.68), 그리고 조직신뢰

(3.17)와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먼저 법·제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감시체제와의 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예방관리에서감시체계와비상대

응체계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여행과 교류가 과거보

다훨씬증가하였고, 이에대한감염경로비중이다소많

은 비중을 보이기 때문으로 본다. 조직시민행동은 전반

적으로감염병예방관리적측면에서정책적인방향과운

영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 등과 비상대응체계가 비슷한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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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liability for variables

variable
Aver
age

Stan
dard
Devi
ation

cron
bach
α

1 2 3 4 5

1. Laws and
Institutions

3.37
0
.585 .814 1.00

2. Surveillance
system

3.78 .814 .909 .513** 1.00

3. Emergency
response
system

3.68 .624 .808 .426** .547** 1.00

4. Organizational
Trust

3.17 .691 .868 .357** .355** .363** 1.00

5.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71 .681 .847 .453** .641** .653** .454** 1.00

** Correlation coefficient is 0.01 level (both sides)
* Correlation coefficient is 0.05 level

4.2 가설검증
4.2.1 감염병 예방관리와 조직신뢰 및 조직시민행동 

관계
조직시민행동은 감염병 예방관리인 법·제도, 감시체

계, 비상대응체계등이조직시민행동에종속변수로어떠

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

을하였다. <Table 2>는감염병예방관리에서법·제도와

감시체제는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p<.01) 미치고있으나비상대응체계는무의미한결과

를나타내었다. 그리고조직신뢰는조직시민행동에통계

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이는조직, 개인, 집단의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Table 2> Regression of Infection Preventi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Trus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
Standard
error

beta T valu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a constant) .576 .347 1.659 .073

Law and Institution .198 .081 .174 2.444 .008

Surveillance system .168 .062 .213 2.709 .007

Emergency
response system

.141 .075 .129 1.880 .069

Organization trust .027 .008 .304 3.375 .003

R2 .265

Ad R2 .254

4.2.2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2 ΔR2

Law and Institution .256 .132

Surveillance system .268 .061

Emergency response system .204 .037

Law and system X Organization
trust

.248 .009

Surveillance system .227 .121

Emergency response system .253 .027

Surveillance System X
Organizational Trust

.283** .029

Emergency response system .241 .138

Emergency response system X
Organizational Trust

.269** .033

p<.05* p<.001**

조직신뢰의 정도에 따라 법·제도 및 감시체제와 조직

시민행동관계가어떻게조절되는지검증하기위해조직

시민행동을종속변수로하고, 회귀분석을실시한후, 법·

제도와 감시체제가 조직시민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확인하였다. 요컨대 <Table 3>에서보는바와같

이 감염병 예방관리의 독립변수로 법·제도를 포함시킨

결과 그 설명력의 정도가 약 25.6%(R2=132)로 나타났으

며, 그리고조절효과검증을위해법·제도와조직신뢰측

정치의 곱으로 이루어진 법·제도 X 조직신뢰 상호작용

항목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그 설명력은

단지 .009증가한 R2=.248로서 그 변화는 매우 미약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제도 및 감시체제와 조직시민

행동관계에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시체제와 조직시민행동의 관

계에서 조직신뢰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

과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즉 감시체제와조직시민

행동의 관계에 감시체제와 조직신뢰의 상호작용 항목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결과 R2값이 .029 증가하여 P<.0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와 감시체제와

의 비상대응체계의 관계에 조직신뢰의 조절효과의 경우

법·제도와조직신뢰의상호작용항목을독립변수로추가

한결과 R2값이 .033 증가하여 p<.01 수준에서유의한것

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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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설검증 결과 법·제도와 감시체제는 구

성원들의조직시민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법·제

도 및 감시체제와 비상대응체제와는 정(+)적 관계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공

무원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법·제도, 감시체제, 비상대

응체계가 그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들간의관계에서조직신뢰의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법·제도와감시체제는조직시민행

동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

다. 하지만비상대응체계는조직시민행동에직접적인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신뢰

는구성원들로하여금조직과유대감을가지고목표달성

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신뢰는 법·제도와 감시체제가 조직시민행동에 조절효과

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공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감시와 대응체계에

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

동에유의한영향을줄수있음을실증연구를통해제시

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조직신뢰가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신뢰는 자발적으로 동료를 도우며[16], 공공병원 내

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가발생하더라도적극적인조

직시민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 활발한 조직신

뢰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활동의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병원의 공무원 및 사용자들은

조직신뢰의 관계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하도록 요인들

이작용하게된다. 즉, 감염병예방관리는조직신뢰에대

한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하며 비상대응체계는 지속시키고 간접적인 작용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직신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를유지하고형성하여조직의생산성과역동성을가져오

는것으로볼수있다. 조직신뢰를구축하면서상사·동료

들간의신뢰의정도가높으면조직시민행동은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법·제도와 감시체제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운영방침에 대한 조직신뢰가 높을 경우

하향식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유도 할 수 있지만, 장기적

인측면에서조직의애착과유대감은기대하기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의존재목적과지향하는방향이명확

할때조직과정체감을형성할가능성이높으며, 법·제도

의 정도가 강해지고 법·제도의 정도가 강해지고 조직시

민행동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민간병원을

포함한전반적인의료기관들대상으로하는연구가필요

하다. 그리고공공병원을운영하면서조직신뢰의중요성

이 부각되고 확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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