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6 pp. 559-566,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6.55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59

1. 론

1966년에 발표한 Klein과 Maher의 연구에 따르면 사

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직장 내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1]. 

이러한 상은 재는 더 심해져 국의 경우에는 학

을 졸업한 근로자의 약 20∼30%가, 미국의 경우에는

학졸업자의 거의 50%가 자신의 학력보다도 낮은 수

의 직업을 얻었다고 하며, 이는 그 보다 직장 내에 고학

력자가 많아 졌다는 사실을 보여 다[2-3]. 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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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세계 으로 고학력화는 만연한 상이며 더 심해지고 있는추세이다. 고학력의 효과성에 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주로 2000년 이 의 연구가 많고 진행된 연구도 서구권 국가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한 제조업

일부 공공 역( ; 경찰)을 주된 표본으로 사용하 고, 다양한 조 변수를 다루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력

과 조직행동 연구의 요 변수인 직무만족과의 계 그 계에서의 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인력이 기업의 성과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병원 근로자들을 상으로

최종 학력이 직무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황변수인 직 이 이들 간의 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조 하는지

에 해 분석하 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경기북부의 1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77명의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의 자료를 실증분석하 다. 회귀분석 결과 최종 학력은 직무만족과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의 직 이

높아질수록 최종학력이 직무만족에 주는 정 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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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졸업자의 약 42%가 낮은 수 의 직장에 취업했다고

나타나 직장 내 고학력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4].

이 게 고학력자가 조직 내에 만연한 재의 상황에

서 과연 학력이 조직 내 개인의 직무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력과 련하여기존연구에서는주로학력을선행변수로

사용하여 직장 내 다양한 행동( ; 직무만족, 여만족

등)을 다루었는데, 인 자본이론[5]을 통해서는 정 인

결과들을, 개인의 기 감을 통해서는 부정 결과들( ; 

낮은 여만족 등)에 한 설명을 주로 하 다[1, 6-7].

비록 학력과 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해 보인다. 첫째, 부분의 연구가 서구권 국가를 상으

로 하 으며[8], 한국의 조직 환경 내에서 학력의 직 효

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외; 9-10]. 둘째,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산업을 상으로

실증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제조업 일부 공공 역( ; 경찰)을 그 상으로 하

다[1, 9-11]. 이에 조직 내 인력이 기업의 성과에 더 향

을 미칠 수 있는 노동집약 이며 기술집약 인 병원과

같은 조직을[12]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셋째, 학력과 결과변수의 계를 조 하는 상황

요인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조직행동 연구의 표변

수인 직무만족과의 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학력과

직무만족의 계가 정 이라고 하기도 하며[13], 부정

이라고도 하며[1, 10, 14] 한 계가 없다고도[9, 11, 

15]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계를 조 해 주는

상황변수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의 병원조직 환경 내에

서 개인의 최종학력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개인의 평가결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최종학력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측하 다. 그 이유는 더

높은 수 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개인의 역량(지식, 기

술 태도)을 키워주어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의 특성상

개인이 항상 인지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고 자존감을 높여 것이기 때문이다[16]. 여기서 직

무 만족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직무 만족이 조직

내 개인의 행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변수 임에

도 불구하고[15] 최종학력과 직무만족의 직 인 계

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실증 분석한 연구도

부분이 2000년 이 에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이다

[ 외; 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최종학력의

결과변수로 사용하 다. 둘째, 최종학력과 직무만족의

계를 조 하는 상황 요인으로 직 의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력과 직무만족의 정의

계를 직 이 완화할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병원에

서 근무하는 직원은 부분 면허( ; 간호사, 약사, 방사

선사 등)를 소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업무 역과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짖고 있어 직 이 올라 갈수록 일반 인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 업무 자율성 통제

가능한 자원 증가)은 부족하며, 오히려 리 행동( ; 

근무표 작성, 후배사원 교육 등)들만 증가하게 되어 최종

학력이 가져다주었던 정 효과들( ; 자신감 증 , 불

확실성 해소)을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학력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을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고찰한 후

둘 간의 계가 개인의 직 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조

되는지에 해 논리와 가설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연구방법론 실증분석 결과를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시사 ,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 다. 

2. 론적 경  가 정 

2.1 학력수준과 직무만족  계 

학력을 선행변수로 진행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입

장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 자본이론

이다[5]. 인 자본이론에서는 학력과 같은 높은 인 자

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가장 생산 이며 자신과

합한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수 의

여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직무에 만족하게 된다고 하

다[6-7]. 두 번째는 개인의 기 감이 주된 논거다. 동 연

구에서는 학 가 자신을 평가하는 주된 거가 되기 때

문에 학력수 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기 감이 높아져

여수 에 한 만족도가 학력수 이 낮은 사람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하 다[1].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입장인 인 자본이론을 논거

로 선택하 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불확실성과 모호성

이 큰 병원 산업의[18] 근로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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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의료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기술 의료환

경 때문에 불확실성에 항상 직면하기에 새로운 지식

기술의 지속 인 획득이 필요하다[19]. 이러한 을 반

하여 련 법 에서는 문 학 는 학에서 해당분

야를 공한 자가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에야 해당 면허

( ;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를 취득할 수 있게

하 으며, 더 나아가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고

려하여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지식, 기술 태도)을

높이고 유지하겠다는 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 의 향상이 개

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 다[20-21]. 

임상에서 의사결정능력이란 환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최

선의 의료를 수행하기 해 한 안을 선택하는 인

지과정으로서 환자치료에 요한 향을 미치는 핵심

능력이다[22]. 따라서 높아진 학력으로 인해 증가된 개

인의 의사결정 능력은 환자치료 시의 자신감을 높여주며

의료업의 특성상 생기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직무만족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학력의 효과에

해 해당 병원 간호사와 인터뷰한 결과 높아진 학력은

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의 활용을 높여 임상에서 근거에

기반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불확실성은 고 업무수행 시의

자신감이 증가되어 직무 만족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력수 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가설 1] 학력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2.2 학력수준과 직무만족  계에  직  

조절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목 은 학력수 과 직무만족의

계를 조 하는 상황 요인으로서의 직 의 조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 1에서 학력수 이 높은 사람일수

록 직무에 더 만족할 것이라고 본 이유는 학력이 개인의

인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된 인 자본이 불확

실하고 기술이 변하는 의료업의 특성 상 개인이 갖

게 되는 어려운 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다는 것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수 과 직무만족의 정의 계가

근로자 개인의 직 이 높아질수록 약화될 것으로 보았

다. 일반 으로 학력수 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흥미를 갖는 일을 하길 원하며 의사결정 업무선택 시

더 많은 자율권을 희망한다[23-24]. 그런데 직 이 올라

가게 될수록 자신이 심을 갖고 있는 업무보다는 리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즉, 간호사를 를 들면 일반 간

호사일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환자만 보살피면 되었지

만, 해당 근무 책임자 는 병동 책임자가 되게 되면 후

배 사원 교육, 근무표 작성, 행정처리 업무 등 리 업무

가 늘어나게 된다. 

한 병원의 경우에는 부분이 문직이고 할 수 있

는 업무가 의료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 이 올라간다고 해서 의사결

정 업무선택 시 더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기는 힘든

환경이다. 즉,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

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한 찰, 자료수집, 간

호 단 요양을 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과 같이 정하고

있어 자율권 확 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력간호사에 해 실시한 질 연구결과 경

력간호사들은 과외 업무( ; 병동 공통업무, 후배 교육

등)가 늘어났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다른 경력이 낮은

간호사와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고 본인의 기 보다 낮

은 의사결정권 자율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한 혼

란 역할 갈등을 겪는다고 하 다[25]. 이에 학력이 직

무만족에 주는 정의 계가 완화 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학력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정의 계를 직

이 조 할 것이다. 즉, 직 이 높아질수록 학

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향은

완화될 것이다. 

3. 연  

3.1 표본  정  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북부에 치한 1개의 공공병원에서 근

무하고 있는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해당 병원에서 자체 으

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로 해당 병원 인사 의 조를 얻

어 동 연구 결과는 연구를 해서만 활용되며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허락을 구하 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직 를 갖고 있지 않은 평직원 총 377명이었다.



한 산학 술학회논문지 제19  제6호, 2018

562

3.2 변수  측정 

3.2.1 학력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학력은 개인이 취득한 최종학

력을 활용하 는데 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순으로 1

부터 4 까지 부여하 다.

3.2.2 직무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Lee and 

Sabharwal[26]의 연구와 같이 반 인 직무 만족도를

측정한 1개 항목을 사용하 으며, 리커트 4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설문 문항은 ‘나는 반 인 면(비

, 근무환경, 커뮤니 이션, 인사, 복지, 여, 교육훈련

등)을 고려할 때 재 직무에 만족한다.’이다.

3.2.3 직

본병원의직 은 1∼6 으로나뉘며 이 보직을맡고

있지 않은 직원은 4∼6 에 해당한다. 이에 4 을 3 , 

5 을 2 , 6 을 1 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3.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 포

함한 변수는 성별(1=여성, 0=남성), 3교 실시여부(1=

실시, 0=미실시), 평가등 (상사가 평가한 평가등 인

수, 우, 양, 가에 각각 1 부터 4 까지 부여하 으며 가

장 좋은 등 인 수는 4 을 부여하 음), 근속개월 수

(1=4년 미만, 2=4년 이상 7년 미만, 3=7년 이상 10년 미

만, 4=10년 이상 13년 미만, 5=13년 이상 16년 미만, 

6=16년 이상), 직렬(총 3개의 직종이 있어 2개의 더미변

수를 투입하 으며,  Type of job I의 경우 의료기사를

1로, II의 경우 행정직을 1로 하 음) 이다.

4. 결과 

4.1 표본  특 , 신뢰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300명, 80%), 남성(77명, 20%)의 분

포를, 직 의 경우 4 (103명, 27%), 5 (192명, 51%), 

6 (82명, 22%)의 분포를, 나이는 20 (111명, 29%), 

30 (249명, 66%), 40 (17명, 5%)의 분포를 가졌다. 마

지막으로 학력의 경우 문학사(93명, 24.7%), 학사(238

명, 63%), 석사(45명, 12%), 박사(1명, 0.3%)의 분포를

가진다.

한 변수들의 기 통계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1 같다. 학력과 직무 만족도는 양

의 상 계를 보이고 있어(r = .151, p < .01), 가설 1과

같이 최종학력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정의 계가 있을

것임을 상해 볼 수 있다.

4.2 가  검정 결과 

가설 검증을 해 실시한 계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의 실시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본 분석에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

제를 해결하기 해 평균 변환한 자료를 활용하 으며, 

분산확 지수 (VIF: Variance Influence Factor)가 제일

높은 값이 3.02여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학력과 직무만족간의 계

에 한 부분은 Table 2의 모델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 2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은 직무만족과 유의

한 정의 계를 가진다(β = .146, t = 2.706, p < .01).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는 학력과

직무만족간의 계에서 직 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가

Variable Mean SD 1 2 3 4 5 6 7 8

1.Gender .80 .404 　 　 　

2.Shift work .33 .471 .329***

3.Evaluation 

  Results
2.82 .850 .071 .123***

4.Job tenure 3.42 1.327 -.119** -.289*** .119**

5.Type of job I .24 .428 -.422*** -.397*** -.012 .183***

6.Type of job II .09 .291 -.178*** -.225*** .025 .093* -.180***

7.Education level 1.88 .602 .018 -.063 .024 .160*** -.009 .186***

8.Job position 2.06 .699 -.007 -.072 .232*** .741*** -.160*** .079 .174***

9.Job satisfaction 2.44 .742 -.088* -.064 -.046 -.018 .006 .142*** .151*** .065

Note. *: p < 0.10, **: p < 0.05, ***: p < 0.01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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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분석결과는 모델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 계수 값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β = -.137, t = -2.347, p < .05).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조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

인하기 하여 그림으로 표 하면 다음의 Fig. 1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 이 낮을 때에는 학력

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

면 직 이 높은 경우에는 학력에 계없이 직무만족은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직 이 높은 경우에는

직 이 낮은 경우에 비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만

족이 증가하는 효과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효과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단순회귀

기울기검증을 한 결과, 학력과 직무만족의 계는 직

이 높을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고(β = 0.003, ns), 직 이

낮을 때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 .259, p < .01) 

가설 2가 지지된 것을 추가로 확인하 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 효

과 그 계에서 직 의 조 효과를 병원 근로자를

상으로 실증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최종학력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최종학력이 높아지면 기본 으로는 자신의 인 자본이

증가하여 생명을 다루는 병원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

확실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그

계는 직 이 높아질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최종학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일, 업무선택 시 자율성을 원하는데, 직 이 올라

가게 되면 리 행 들이 증가하고 업무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어, 기 감이 미 충족되어 최종학력의 정

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 결과는 몇 가지 학문 공헌 실무 시

사 을 제시한다. 먼 , 본 연구 결과는 고학력자가 만연

한 시 배경 하에 노동집약 이며 기술집약 인 한국

병원의 근로자를 상으로 최종학력이 높은 개인이 직무

만족도 높다는 사실을 실증분석함으로써 기존문헌에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론에서도 언 하 지만 최종학

력의 직 효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국외

의 연구를 포함해도 부분이 2000년 이 에 제조업

경찰을 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부분이다. 그러므

로 한국의 병원 근로자를 상으로 최종학력과 직무만족

간의 직 효과에 한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의 한계 을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최종학력이 직무만족

에 주는 정의 계를 완화시키는 상황 변수를 살펴

으로써 두 변수 사이의 계를 보다 면 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련연구에 기여하 다. 본 연구결과

에 의하면 본인의 직 이 높은 개인일수록 최종학력이

직무만족에 주는 정의 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 으로 고학력자의 경우 자율성 욕구,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이 강하다[24]. 그런데 본 연구의 표본인

병원산업 근로자들의 경우 직 이 올라감에 따라 리업

무가 늘어 문가로서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 역은 축

Variable
Job satisfact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Gender
-.144

(-.976)

-.173

(-1.181)

-.116

(-.794)

-.142

(-.972)

Shift work
-.042

(-.319)

-.046

(-.353)

-.052

(-.404)

-.090

(-.701)

Evaluation 

Results

-.045

(-.722)

-.044

(-.714)

-.085

(-1.365)

-.082

(-1.326)

Job tenure
-.029

(-.712)

-.045

(-1.098)

-.192***

(-2.929)

-.184***

(-2.822)

Type of job I
.009

(.062)

-.004

(-.025)

.200

(1.228)

.178

(1.097)

Type of job II
.454**

(2.317)

.358*

(1.811)

.431**

(2.181)

.386*

(1.959)

Education level 

(A)

.146***

(2.706)

.131**

(2.427)

.164***

(2.963)

Job position 

(B)

.257***

(2.860)

.253***

(2.830)

A X B
-.137**

(-2.347)

R2 .028 .046 .067 .081

△ R2 - .019*** .021*** .014**

F 1.748 2.570** 3.315*** 3.594***

Note. *: p < 0.10, **: p < 0.05, ***: p < 0.01

Table 2. Regression results

Fig. 1. Education level and Job satisfaction: the 

moderating role of job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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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며, 자율성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가되지 않아

결국 최종학력과 상호작용한 직 이 학력이 개인에게 주

는 정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을 밝힘으로써 선행

연구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한 이러한 은 실무

으로도 의미가 있다. 리자들은 개인의 인 역량이

우수하고, 최종학력이 높은 사람이 직 도 높은 경우 최

종학력이 높을 때 나타나는 높은 직무만족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를 지속 으로 높게 유지하기 한 제도 장

치가 필요해 보인다. 를 들면 국내 기업들도 시행하

고 있는 이 경력제도(dual career practice)의 도입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이 경력제도는 직원들의 경력경로를

리직과 문직으로 구분하여 본인의 역량이나 성에

합한 경력경로를 선택한 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

력개발 로그램이다[27]. 간호직에서도 문직과 리

직을 구분하여 운 한다면 문성을 지속 으로 유지하

고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는 부분 R&D 인

력을 상으로 용 이지만 문가 집단인 병원 조직

에서도 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첫째, 한 개의 병원을 표본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여 일반화를 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최 입사 시

의 학력인지 아니면 입사 후 획득한 학력인지에 해 확

인할 수 없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학력이 높았던 사

람은 입사 이후 학력이 올라간 사람에 비해 학력수 과

직무수 의 불일치를 겪었을 확률이 더 크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학력의 세부 구분에

따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학력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효과만을 보기 해 반드시 필요한 변수라고 생각된

다. 하지만 상 계 분석결과에서 근무월수는 직 과

다소 높은 정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연공서열을 시하는 한국의 공공기 을 상으

로 하 기 때문일 것으로 단된다. 이에 향후에는 민간

기업을 상으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설 설정 시 제시

한 논리인 인 자본 수 의 향상, 고직 자들의 기 감

상실 등과 직무만족간의 계를 구체 으로 측정하여 실

증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추후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최종학력이 조직 내 개인에게 미치는 향

과 련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

근 연구들에서는 객 인 조건으로 인해 생기는 기 감

뿐 아니라, 개인이 주 으로 느끼는 조건들에 한 연

구( ; Perceived overqualificaion)가 진행되고 있다

[28-29]. 즉, 단순히 최종학력, 직 이 높다는 사실보다

는 재 업무와 자신의 조건에 해 개인이 지각한 상황

에 한 연구 특히 자신의 조건이 재 업무수 보다 높

은 경우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이러한 연구

가 한국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바 주

인 개인의 조건 인식에 한 연구가 향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

았지만 결과를 보면 각 직종별로 직무만족의 수 이 다

른 것을 볼 수 있다(행정직: 2.82, 간호직: 2.37, 의료기

사직: 2.45). 즉, 행정직의 경우 특히 다른 직종보다 직무

만족의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사와 간호

직의 경우 상 으로 직무만족의 수 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인 공공병원의 특성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공공병원의 경우 일반 으로 의료기사의 상

직 인원이 상 으로 행정직 보다 은데, 의료기

사의 경우 특히 이직률 한 굉장히 낮아 인력 체로 경

력에 맞는 승진 그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료기사의 직무만족 수 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 간호직의 경

우에는 노동의 강도 직무 스트 스가 매우 커서 직무

만족도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은 재 부분의 병원에서 하나의 인 자원 리제도로

비 의사집단(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을 리하고 있는

을 볼 때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각

직종별 직무만족 요인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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