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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사용자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조선 학교부속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성식․장숙진․문 수․천재우․박 진

Factor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User for the Order Communication System

Seang-Sig Cho, Sook-Jin Jang, Dae-Soo Moon, Jai-Woo Cheun, and Young-Jin Park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Medicine, Chosun University Hospital, Gwangju 501-824,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satisfaction of users for the 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8 clerks at Chosun university hospital.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conveniency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ata developed by 
Lee, the satisfaction level developed by Sea Seang-mi and Kim in-sook.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0.0 program. The mean 
scores of the conveniency,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ata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 for the OCS 
was 3.28, 3.29 and 3.34, respectively.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nfluencing factors to the 
perceived the conveniency of user for the OCS were gender, career and department.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nfluencing factors to the perceive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ata of user for the 
OCS were department.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nfluencing factors to the perceived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 for the OCS were gender, career and departme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at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 for the OCS wer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ata (90.3%). 
In conclusion,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 for the OCS wer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ata.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guidebooks of user for the OCS or various OCS 
programs to promote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 for the OCS an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 
for the OC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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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서      론

병원은 환자에게 의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여

러 분야의 문직종군이 집합된 조직체로서 정보의 상호

교신 자 : 조성식 (우)501-759 라남도 주시 동구 서석동 588, 
조선 학교부속병원 진단검사의학과

Tel : 062-220-3266
E-mail : choss5841@hanmail.net 

교환 없이는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

로 병원은 여타 조직체와는 다르게 여러 문직종간에 생

성․교환되는 정보의 양이 방 하고 정보의 신속․정확

성과 장기  보 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병원 정보의 

흐름은 매우 요하다(박, 1995).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처방 달시스템(Order Commu-

nication System , 이하 OCS)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 1990). OCS은 1982년 미국 NIH(National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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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에서 처음 시작하 으며(김, 1992), 우리 나라에서

는 1990년 에 OCS 도입이 활성화되어 1998년도에 국 

종합병원의 36%가 OCS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등, 1999). 이는 최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기를 기 하고 있

으며, 직원은 직무 만족도와 직무의 질을 높이기 해서 

체계화된 의료정보의 제공과 간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OCS는 업무상 데이터나 정보가 발생한 부서에서 단말

기를 사용하여 직  입력되고, 그것이 원내 정보 소통망

을 통하여 해당 련 부서로 정보가 달되는 시스템이

다. 이는 복잡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의사와 간호사간 

는 타 직종간의 의견교환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처방

을 배분하는 인력을 일 수 있고, 환자 진료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기 시간을 단축

하여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  등이 있다

(Berwick와 Winickoff, 1996; Bates 등, 1999;  Teich 등, 
2000; Murff와 Kannry, 2001). 그러나 OCS 도입으로 야

기되는 업무 형태의 변화, 사용자의 응  만족도에 따

라 병원운 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 진료와 행정업무 

흐름  구조 반에 걸친 직 인 변화를 유발하기 때

문에 병원 종사자들에게는 ‘변화에 한 응’이라는 새

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단 (Sittig 등, 1999; 김 

등, 1999; 이 등, 2000)들에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OCS 사용자의 편리성과 정보활

용도, 직무만족도 정도를 악하고,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주 역시에 소재한 조선 학교부

속병원에 재직 인 진단검사의학과 22명, 외래행정직 18
명, 외래 간호직 32명, 진료부 26명으로 총 98명의 질문지

를 연구 상으로 이용하 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

용하 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  특성 5문항, 편리성 

8문항, 정보활용도 4문항, 직무만족도 11문항 총 2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1) 편리성

OCS 사용에 한 편리성 측정도구는 이(1998)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원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질문지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부정 인 문항은 역환산하 고, 
수의 범 는 최  8 에서 최고 40 까지이며, 수가 높

을수록 OCS 사용에 한 편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658이었다.

2) 정보활용도

OCS 사용에 한 정보활용도 측정도구는 이(1998)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원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질문지는 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수의 범 는 최  4 에서 

최고 2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OCS 사용에 한 

정보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6251이었다.

3) 직무만족도

OCS 사용에 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자동화 처방

달시스템에 한 행 를 측정하기 해 서(1987)와 김

(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원에 맞게 본 연구자

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질문지는 11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부정 인 문항은 역환산

하 고, 수의 범 는 최  11 에서 최고 55 까지이

며, 수가 높을수록 OCS 사용에 한 직무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67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하

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내용  질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조를 구

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회수하 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며 일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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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OCS 사용자의 편리성, 정보활용도와 만족도에 한 

유의성 검증은 t-test, ANOVA로, OCS 사용자의 편리성, 
정보활용도와 만족도에 한 상 계는 Pearson Corre-
lation으로, OCS 사용자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상이 외래 행정직, 외래 간호직, 외래 진료

부, 진단검사의학과에 국한되어 있어 체 직원을 상화

하여 확  해석할 수 없으며, 타병원에 용하여 해석할 

수 없다. 

Ⅲ.  결      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는 남 45명, 여자 53명 총 98명이었으며, 

연령 는 36-40세 사이가 30.6%, 근무경력은 16-20년이 

33.7%, 학력은 졸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OCS 사용자의 편리성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한 OCS 사용에 한 편리성 정

도는 5  척도 8문항으로 총 평균 26.28 (SD=4.32), 문
항평균 3.28 (SD=0.29)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편리성이 높았던 문항은 문항평균 3.78 (SD=0.99)
으로 ‘처방 달 시스템 (컴퓨터 입력)이 자신의 업무를 수

기로 기록하는 것보다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십니까?’로 

나타났으며, 가장 편리성이 낮았던 문항은 문항평균 2.97
(SD=1.10)으로  ‘자신의 업무 수행  산고장으로 인

하여 업무가 마비되었을 때 담당직원들의 처 능력은 매

우 우수하 습니까?’로 나타났다(Table 2).

3. OCS 사용자의 정보활용도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한  OCS 사용에 한 정보활용

도 정도는 5  척도 4문항으로 총 평균 13.18 (SD= 
2.74), 문항평균 3.29 (SD=0.21)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가장 정보활용도가 높았던 문항은 문항평균 3.60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성별 남 45 45.9
여 53 54.1

연령 25세 이하 1 1.0
26-30세 20 20.4
31-35세 18 18.4
36-40세 30 30.6
41-45세 18 18.4
46-50세 9 9.2
51세 이상 2 2.0

근무경력 5년 이하 22 22.4
5-10년 12 12.2
11-15년 23 23.5
16-20년 33 33.7
21년 이상 8 8.2

최종학력 고졸 11 11.2
문 졸 21 21.4
졸 41 41.8
학원졸 25 25.5

근무부서 진단검사의학과 22 22.4
외래 행정직 18 18.4
외래 간호직 32 32.7
진료부 26 26.5

Table 1. 상자의 일반  특성 (N=98) 

(SD=1.10)으로 ‘컴퓨터 처방 달시스템 외에도 환자진

료기록, 간호기록, 수술지 모두가 컴퓨터 입력으로 시행

되었으면 좋겠다.’로 나타났으며, 가장 정보활용도가 낮

았던 문항은 문항평균 3.14 (SD=1.09)으로 ‘외래환자 모

두의 입력, 처방사항을 한 에 볼 수 있다.’로 나타났다

(Table 3).

4.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한  OCS 사용에 한 직무만족

도 정도는 5  척도 11문항으로 총평균 37.39
(SD=8.62), 문항평균 3.34 (SD=0.15)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직무만족도가 높았던 문항은 문항평균 

3.66 (SD=0.91)으로 ‘ 학병원 처방 달시스템 사용으

로 환자진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나타났으며, 가장 직무만족도가 낮았던 문항은 문항평균 

3.21 (SD=0.88)으로 ‘지  선생님의 처방 달시스템에 사

용하고 계신 컴퓨터 작업에 만족하십니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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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M±SD

1. 처방 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차과정이 편리하다고 보십니까? 3.56±0.93

2. 처방 달 시스템(컴퓨터 입력)이 자신의 업무를 수기로 기록하는 것보다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십니까? 3.78±0.99

3. 컴퓨터 입력 후 자신의 업무 수행을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하신 이 있습니까? 3.05±0.87

4. 자신의 업무자료를 입력시키거나 화면으로 자료를 검색할 때 이에 응하는 반응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

까? 
3.12±1.02

5. 처방 달 시스템의 터미날 혹은 린터를 다루는 조작 방법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4±0.98

6. 병원 어느 장소(의국, 타 병실, 외래)에서도 처방 달 시스템에 한 컴퓨터 입력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십니까?.
3.50±1.12

7. 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를 만일 다른 사람이 맡게 된다면 방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5±0.84

8. 자신의 업무 수행  산고장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되었을 때 담당직원들의 처 능력은 매우 우수하 습

니까?
2.97±1.10

         문 항 평 균 3.28±0.29

Table 2. OCS 사용자의 편리성 (N=98)

         문        항 M±SD

1. 컴퓨터 처방 달시스템 외에도 환자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지 모두가 컴퓨터 입력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

다.
3.60±1.10

2. 자신의 업무에 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수시 입력, 출력이 가능하다. 3.22±0.86

3.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터미날 혹은 린터를 통해 읽어볼 수 있다. 3.21±0.92

4. 외래환자 모두의 입력, 처방사항을 한 에 볼 수 있다. 3.14±1.09

         문 항 평 균 3.29±0.21

Table 3. OCS 사용자에 한 정보활용도 (N=98) 

      문        항 M±SD

1. 처방 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선생님의 업무처리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41±1.10

2. 처방 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가 신속, 간편하여졌다고 느끼십니까?  3.53±1.12

3. 처방 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선생님의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52±0.88

4. 처방 달시스템으로 컴퓨터 입력이 업무내용 작성(수기법)보다 시간이 게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3.50±1.17

5. 재 처방 달시스템에 사용 인 컴퓨터에 만족하십니까? 3.22±0.99

6. 산업무가 도입되어 자신의 업무기록과 컴퓨터 입력 등으로 업무량이 오히려 증가하 습니까?. 3.37±1.17

7. 선생님의 업무처리 시 컴퓨터를 사용한 이후 업무 처리 시간이 OCS 사용  보다 빨라졌습니까? 3.27±1.06

8. 선생님의 업무가 컴퓨터를 사용한 이후 간소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31±0.98

9. 학병원 처방 달시스템 사용으로 환자진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66±0.91

10. 지  선생님의 처방 달시스템에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 작업에 만족하십니까? 3.21±0.88

11. 선생님의 업무수행 시 수작업보다 컴퓨터 작업이 업무수행 응기간을 단축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3.39±1.04

          문 항 평 균 3.34±0.15

Table 4.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 (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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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N) M±SD t or F p

성별 남 45 25.16±4.32 -2.425 0.017*

여 53 27.23±4.12

연령 25세 이하 1 26.00±0.00 2.001 0.074

26-30세 20 27.70±4.54

31-35세 18 23.67±4.44

36-40세 30 26.17±4.54

41-45세 18 26.67±3.14

46-50세 9 28.33±3.57

51세 이상 2 24.50±0.71

근무경력 5년 이하 22 26.04±5.26 6.556 0.012*

5-10년 12 24.17±4.61

11-15년 23 26.22±3.57

16-20년 33 26.39±3.57

21년 이상 8 29.75±4.23

최종학력 고졸 11 27.64±3.35 2.632 0.055

문 졸 21 28.00±4.59

졸 41 25.90±3.88

학원졸 25 24.84±4.71

근무부서 진단검사의학과 22 27.91±4.06 8.497 0.000**

외래 행정직 18 25.11±2.03

외래 간호직 32 28.06±4.47

진료부 26 23.50±3.93

* : p<0.05, ** : p<0.001

Table 5.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편리성 (N=98) 

(Table 4).

5.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편리성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편리성 정도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성별(t=-2.425 p=0.017), 
근무경력(F=6.556, p=0.012), 근무부서 (F=8.497 p=0.0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6.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정보활용도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정보활용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근무부서(F=3.243 
p=0.02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7.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성별(t=-4.246 p=0.000), 
근무경력(F=5.004, p=0.001), 근무부서(F=14.427 p=0.0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8. OCS 사용자가 인식한 편리성, 정보활용도  직

무만족도와의 상 계

OCS사용자가 인식한 편리성, 정보활용도 그리고 직무

만족도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직무만족도와 정보활용도(r=.950,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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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N) M±SD t or F p

성별 남 45 12.73±2.73 -1.509 0.135
여 53 13.57±2.72

연령 25세 이하 1 14.00±.000 1.487 0.191
26-30세 20 14.50±2.46
31-35세 18 12.28±3.06
36-40세 30 13.20±2.81
41-45세 18 12.67±2.45
46-50세 9 13.44±2.65
51세 이상 2 11.00±1.41

근무경력 5년 이하 22 14.00±2.43 2.129 0.083
5-10년 12 11.67±3.82
11-15년 23 13.39±2.54
16-20년 33 12.97±2.17
21년 이상 8 13.50±3.89

최종학력 고졸 11 14.00±2.37 1.335 0.268
문 졸 21 13.05±2.54
졸 41 13.54±2.63
학원졸 25 12.36±3.15

근무부서 진단검사의학과 22 12.68±2.63 3.243 0.025*
외래 행정직 18 12.72±1.45
외래 간호직 32 14.38±2.95
진료부 26 12.46±2.90

* : p<0.05

Table 6.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정보활용도 (N=98) 

9.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OCS 사용자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일반  특성(성별,  연령,  근무경

력, 최종학력, 근무부서)에 편리성과 정보활용도를 투입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OCS 사용자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정보활용도에서 90.3%로 설명이 가능하

다. 

Ⅳ. 고      찰 

최근 종합병원 산화 작업은 복잡한 업무를 간소화하

고 컴퓨터와 같은 기계도입으로 의료 문인력의 충원을 

이고 비 문인력의 과감한 감축과 불필요한 시간을 

감할 수 있다. 이는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 할 수 

있으며, 폭주하는 환자 진료 업무와 새로운 의료장비 개

발에 따른 새로운 의학분야 연구 등에 보다 많은 문인

력의 충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존 인력의 능

력향상을 한 재교육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 신

속한 처방 달시스템의 시행 뿐 만 아니라, 수술 기록지, 
환자 경과 일지, 의무기록지 등이 모두 순간순간 신속하

고 정확한 기록과 이의 보존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매
일, 매월, 매년, 5년, 10년 단 로 보고되는 환자 진료통

계의 부정확성은 종합병원의 사무자동화의 필요성을 요

구하게 되었다(채 등,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 

사용하고 있는 OCS에 한 사용자의 편리성, 정보활용도

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먼  OCS 사용자에 한 

편리성 정도는 5  척도로서 총평균 26.28 과 문항평균 

3.23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차과정의 

편리성, 수기보다 단순하고 편리함, 모든 장소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함에 해서 높은 수를 주었으며, 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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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N) M±SD t or F p
성별 남 45 33.69±8.76 -4.246 .000*

여 53 40.53±7.19
연령 25세 이하 1 39.00±0.00 1.298 0.266

26-30세 20 36.65±6.63
31-35세 18 34.11±10.52
36-40세 30 39.23±8.42
41-45세 18 37.89±7.61
46-50세 9 40.33±10.26
51세 이상 2 28.00±5.66

근무경력 5년 이하 22 34.18±6.63 5.004 0.001*
5-10년 12 32.83±11.12
11-15년 23 38.96±9.11
16-20년 33 37.76±7.14
21년 이상 8 47.00±5.15

최종학력 고졸 11 40.36±6.86 1.838 0.146
문 졸 21 38.76±7.08
졸 41 37.83±7.45
학원졸 25 34.20±11.38

근무부서 진단검사의학과 22 39.86±7.92 14.427 0.000*
외래 행정직 18 38.89±5.28
외래 간호직 32 41.25±7.74
진료부 26 29.50±7.16

* : p<0.001

Table 7. 일반  특성에 따른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 (N=98) 

변  수 편리성 정보활용도 직무만족도

편리성 1.000

정보활용도 .426 1.000  

직무만족도 .332 .950*  1.000

 * : p<0.05

Table 8. OCS사용자가 인식한 편리성, 정보활용도  직무만

족도와의 상 계

한 산실의 처 능력에 해서는 낮은 수를 주었

다. 이는 이(1998)의 결과와 유사하 다. 김(2003)은 업무

의 사용 빈도와 편리성의 상 계에서 OCS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업무에 한 편리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오더 입력, 오더처리  간호 일지, 환자 련 조

회, 기타 조회 부분으로 나 어 OCS에서 지원하는 내용

의 편리성 부분에 한 연구 으며, 편리성 에서도 검

사결과 조회에 한 편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OCS 사용자에 한 정보활용도는 5  척도로서 총평

변수 Beta R R2  F   p

정보활용도 .950 .950 .903 18.615  .050

Table 9. OCS 사용자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균 13.18 과 문항평균 3.29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역시 이(1998)의 결과와 비슷하 으며, 가장 높

게 나타난 문항은 OCS 외 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지 등

을 모두 PC입력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 으

며, 외래환자의 모든 입력․처방사항을 한 에 볼 수 있

는지에 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모든 자료의 정

보활용도는 환자의 진료에 매우 요하며, 종합 학 병원

업무에서 OCS의 도입은 단순업무를 기계 으로 처리하

여 가져오는 직 인 이득 뿐 만아니라 주요 의사 결정

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게  된다(채 와 박, 1990). 이를 계기로 

국의 학병원, 병․의원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종합

인 정보제공과 정보공유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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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1989). 학병원의 산화는 단기 으로 막 한 비용

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 인 측면에서 인력, 
경비, 비용 감 등의 효과가 기 되어 학병원의 산

화는 시스템의 진 에 의해 행정업무가 빨라짐에 따라 

통상 인 업무는 감소되고 정보교환  조회 업무에 데

이터베이스가 활용되어 서류의 이동․ 달이 고, 차

와 표식의 표 화 등 행정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일 성 있고,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하여 행정

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다(Carlson과 

McNurlin, 1989; 박, 198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OCS 사용자에 한 직무만족도 정도는 총평균 37.39
과 문항평균 3.34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

하 으며, 사용 인 컴퓨터 작업에 한 만족도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1998)와 김(2003)의 연구결

과와 비슷하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본 

연구 결과, 성별,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김(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근무경력과 근무부서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1998)의 연구에서는 근무

부서의 직종인 인턴군과 간호사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성별, 근무경력에 따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이 분야가 연구자의 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상자가 인식한 OCS 사용자의 편리성, 정보활용도와 직

무만족도 사이의 상 계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정보활용도와 직무만족도 사이에

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보활용도로 나타났다. 이는 

OCS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OCS 로그

램 개발, 시스템의 편리한 작동과 오작동에 한 산실

의 처 능력이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연구 상자는 조선 학교

병원 98명의 직원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도구는 

Senn(1987)이 개발한 편리성과 정보활용도를 이용한 측

정도구와 서(1987)와 김(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

족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자가 인식한 OCS 사용자의 편리성, 정보활용도

와 직무만족도에 한 총 평균 수는 각각 26.28 , 
13.18 과 37.39 으로 나타났다.

2. 상자의 일반  특성  OCS 사용자의 편리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2.425 p=0.017), 
근무경력(F=6.556, p=0.012), 근무부서(F=8.497 
p=0.000)로 나타났다.

3.  상자의 일반  특성  OCS 사용자의 정보활용

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근무부서(F=3.243 
p=0.025)로 나타났다. 

4. 상자의 일반  특성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4.246 
p=0.000), 근무경력(F=5.004, p=0.001), 근무부서

(F=14.427 p=0.000)로 나타났다.
5.  OCS 사용자가 인식한 편리성, 정보활용도 그리고 

직무만족도와의 상 계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정보

활용도(r=-.950,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6.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활용도에서 90.3%로 설명이 가능하 다. 

결론 으로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 정보활용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므로 OCS 사용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OCS 사용자의 정보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정보의 제공과 간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방법에 한 가

이드북 는 다양한 OCS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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