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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job satisfaction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dietitians 
working in hospitals. A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 to dietitians working in tertiary, general, and convale-
scent hospitals in Korea. The study sample hospitals included all tertiary hospitals (n=43), and the sam-
ple of general hospitals (n=114) and convalescent hospitals (n=240) was randomly selected using a strati-
fied sampling method. A total of 665 dietitians completed the survey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n-
cluded 27 job satisfaction questions on task, stability·vision, working conditions, and relationship areas, 
and the questions on task improvement need. The job satisfaction scores in all four areas ranged from 
2.53/5.00 to 3.89/5.00, implying generally low job satisfaction level in hospital dietitians. The job sat-
isfaction levels in the convalescent hospital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ose in the ter-
tiary and general hospital groups. Whereas job satisfaction levels of tertiary and convalescent hospital 
groups did not differ by number of beds, those of the general hospi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number of beds for all four area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hospital typ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job satisfaction level for all four areas. Job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area 
wa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number of beds, whereas that of working conditions was influ-



258 | 전국 병원영양사의 직무만족도

enced by annual income and working experience. The study findings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plan-
ning clinical dietitians’ optimal supply outlook for the improvement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Key words : hospital dietitian, job satisfaction level, hospital type

서 론

오늘날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식생

활의 서구화, 환경오염,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사망 

및 질병구조를 ‘급성감염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 변화시켰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3대 사망원인은 1순위 암(악성신생

물), 2순위 심장질환, 3순위 뇌혈관질환으로 보고되

었고(Statistics Korea 2013), 2012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등의 만성

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

다(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 이러한 변화는 의료 수요량을 증대시

키는 결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
vice 2011).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양관

리가 치료적 효과가 있음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Lee 
등 2004; Franz 등 2014).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제공

되는 임상 양서비스 질 제고 및 임상 양사 역할 

증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양사의 양중재 및 상담 등의 임상

양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본 여러 연구결과에서 공

복혈당, 당화혈색소 등 신체적 지표가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Franz 등 1995; Lemon 등 

2004; Woo 등 2006; Cho 등 2008). 이는 양사에 

의한 양중재가 당뇨병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제

시한다. 또한 고 콜레스테롤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상담을 실시하 을 때, 양상담을 진행한 시간

이 증가할수록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욱 유의

하게 감소하는 임상적 효과가 있었고, 해당 대상자

들의 양중재 비용과 약물 복용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양중재 시 약물을 복용한 비

용보다 비용감소 효과를 보여 임상 양서비스의 경

제적 효과성을 입증하 다(McGehee 등 1995; Sikand 
등 1998; Shon 등 2003). Pritchard 등(1999)의 연구에

서 과체중,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에게 양중재를 하여 양상담에 소요된 시간 등

을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양사에 의한 

양상담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Kim 등(2003)과 Lee 등(2004)은 메타분

석을 통하여 임상 양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입증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의료기

관에서 환자나 일반인에게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

한 전문적인 임상 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다. 1979년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양사의 수적인 실태를 파악한 연구에서 한 명의 

양사가 평균적으로 17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력부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환자에게 임상 양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평균시간이 2분 20초에 불과하여 전

문적인 양관리를 시행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

이었다(Oak 1980). Lyu 등(1995)의 연구에서도 양

사 1인당 병상 수를 150병상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 임상 양업무 수행점수를 비교하 을 때, 양

사 1인당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임상 양업무의 수

행이 어려워진다는 결과가 있었다. 더욱이 임상 양

서비스의 직무를 급식관리분야와 양서비스분야로 

나누어 비교한 Moon & Jang(2002)의 연구 결과에서 

실제 병원 양사의 주요 업무가 병원급식소의 급식 

관리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음이 제시되면서 인력

부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마찬가지로 부산, 경

남지역 요양병원 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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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양사와 임상 양사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비율이 전체대상자의 43%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관리분야의 수행도가 급식관리분야의 수행도에 

비해 낮게 조사되어 병원 양사의 임상 양업무의 

수행이 미흡한 실정임을 제시하 다(Park & Lyu 
2011). 이에 2012년 국민 양관리법에 의거하여 

양사의 지위 향상과 업무능력 고취를 위하여 임상

양사제도를 시행하 으며, 양 치료를 양 판정, 
양소 섭취 조사, 양 상담 및 교육, 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로 정의하 다. 또한 질병 치료와 예

방을 위하여 이를 제공하는 양사를 임상 양사로 

규정하 다(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11). 
그러나 최근 임상 양사가 인식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요도와 수

행도의 차이를 보여 여전히 임상 양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Cha 등 2013). 무엇보

다도 병원의 복잡한 업무구조특성은 현실과 이상의 

업무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어 결국 병원 양사의 직

무불만족 상태를 이끌 수 있다(Yun 등 2009). 조직에

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므로, 새로운 임상

양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임상 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상 양사에 

대한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다(Kwak 등 

2001).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양사

들의 인식 및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등 2012). 간호사 대상의 Cohen & Golan(2007)의 연

구에서는 직무만족이 결근과 이직을 예측할 수 있

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

하여 높은 직무만족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재까지의 임상 양사에 관한 연구는 직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도 및 수행도를 조사하거

나(Moon & Jang 2002; Kim 등 2005; Park & Lyu 2011), 
직무기술서 개발과 같은 임상 양사의 역할 및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Cha 등 2013)가 대부분

이다. 국내에서 임상 양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주로 특정 지역에 속하는 병원 양사를 대

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Lee & Lee 2000; Kim 등 

2012) 1995년에 전국 의료기관의 병원 양사를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으나(Lee & Kim 1996), 새로

운 임상 양사제도 마련한 이후에는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종류 및 병원규모에 

따른 임상 양사의 직무만족도 수준과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 양사의 효율적인 직

무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국내 임상 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의 병원 양사를 대상으로 하 다. 전국의 의료

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세 군으

로 분류하여 연구에 적합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

병원을 선정하 다.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양서비스

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총 43개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를 실시하 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임상 양서비스 수준이 상이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 하고자 지역과 병상규모

를 층화변수로 두는 불비례적 층화무작위표본추출

을 시행하 다. 전국의 종합병원을 지역에 따라 서

울·광역시와 기타로 분류하고, 병상규모에 따라 300 
미만, 300∼499, 500 이상으로 분류하 다. 각 군에

서 동수의 병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국 총 280개 

중 전체의 40%인 114개의 대상병원을 선정하 다.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규모를 100 미만, 100∼199, 
200 이상으로 구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병

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전국 총 1,180개 요

양병원 중 전체의 20%인 240개를 대상병원으로 선

정하 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상급병원 양사 329명, 종합병원 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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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ertiary hospital 
(N=238)

General hospital
(N=195)

Convalescent hospital
(N=232) P

Age 20s
30s
40s
≥50s

80 (34.8)1)

88 (38.3)
45 (19.6)
17 ( 7.4)

89 (47.3)
63 (33.5)
25 (13.3)
11 ( 5.9)

114 ( 51.4)
56 ( 25.2)
37 ( 16.7)
15 ( 6.8)

0.012*

Sex Female 235 (99.2) 188 (99.0) 225 (100.0) 0.334
Clinical dietitian license 216 (91.1) 135 (71.4) 47 ( 20.9) ＜0.001***
Education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 ( 0.4)
82 (34.8)

153 (64.8)

17 ( 9.0)
116 (61.4)
 56 (29.6)

90 ( 40.5)
119 ( 53.6)

13 ( 5.9)

＜0.001***

Annual income (10,000won) 4,164±1,7212)a3) 3,014±1,107b 1,860±424c
＜0.001***

Experience (years) 10.8±8.7a 8.6±7.1b 4.8±4.1c ＜0.001***
The total subject number for some variables was less than the total sample size due to missing data
1) N (%)
2) Mean±SD
3) Different letters in a row represent statistical significance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57명, 요양병원 양사 438명의 총 1,124명이 본 연

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중 665명(회수율: 
59.2%)의 대상자가 응답하 다. 설문지 기재 및 회수

기간은 2013년 9월 15일~10월 15일이었다.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IRB:1041386-20130912-HR-001-03).

2. 연구 방법 및 내용

설문지 개발은 선행연구(Kim 등 2012; Han 2000)
에서 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총 27문항으로 구성하 다. 총 27개의 문항은 업

무 8문항, 안정·장래 3문항, 근무조건 9문항, 관계 7
문항으로 직무만족도를 4개의 역으로 구성하 고,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

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학력, 자격증 유무, 경력 등 6문항으로 구성하 으

며, 임상 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요한 8가지 항목

을 제시하고 5가지를 선택하도록 하 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조사대상 병원 양업무 부서장에

게 등기 발송하여 각 병원 양사에게 설문지를 배

부하게 한 후, 이들이 자가 작성한 후 우편으로 회

신 받는 방식을 사용하 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2(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임상

양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으며, 임상 양사의 직무만족

도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기술하 다. 
분류군별 직무만족도 수준의 비교는 one way-ANOVA
로 분석하 으며, ANOVA 결과가 유의한 경우 Dun-
canʼ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다. 또한 직무만

족도와 경력, 연봉, 병상규모, 병원종류 등 요인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earman 상관분석과 일

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 GLM)을 이용하

다. GLM 적용에 있어 경력(년), 연봉(만원), 병상규

모(개)는 연속형 변수로, 병원종류(상급종합병원/종
합병원/요양병원)는 범주형 변수로 포함되었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0.05에서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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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ertiary 
hospital 
(N=238)

General 
hospital
(N=195)

Convalescent 
hospital
(N=232)

P

Task I try to improve my job competency.
I get proper training for improvement of my job competency.
I gain recognition for my job.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my job.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my job.
My task fits my job competency.
I am interested in my job.
I like my job.
Total average

3.95±0.5211)a2)

3.75±0.61a

3.60±0.59a

3.83±0.61a

4.24±0.63a

3.70±0.60
4.07±0.62a

4.01±0.67a

3.89±0.43a

3.89±0.62a

3.58±0.74b

3.58±0.65a

3.75±0.65a

4.29±0.56a

3.67±0.66
4.01±0.64a

3.95±0.68a

3.84±0.46a

3.72±0.67b

3.31±0.86c

3.37±0.71b

3.50±0.74b

4.10±0.55b

3.56±0.71
3.40±0.74b

3.31±0.71b

3.54±0.45b

＜0.001***
＜0.001***
＜0.001***
＜0.001***
＜0.002**
＜0.056
＜0.001***
＜0.001***
＜0.001***

Stabilityㆍ
Vision

My job is stable.
I’d like to keep working as a clinical dietician.
I'd like to recommend a clinical dietician to others searching for 

their job. 
Total average

3.58±0.87a

3.88±0.69a

3.58±0.72a

3.68±0.57a

3.71±0.82a

3.81±0.70a

3.39±0.84b

3.64±0.60a

3.28±0.87b

3.21±0.81b

2.88±0.89c

3.14±0.70b

＜0.001***
＜0.001***
＜0.001***
＜0.001***

Working 
conditions

I am satisfied with my salary.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other clinical staffs 

working in my hospital.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dieticians working 

in other hospitals. 
I have an opportunity for promotion.
I receive fair job performance evaluation. 
I am satisfied with my hospitals’ evaluation and incentive system.
I work in a proper working condition and environment. 
My hospital provides good support for clinical nutrition services.
My hospital is equipped with good facility for providing quality 

clinical nutrition services. 
Total average

3.32±0.73a

2.97±0.87a

3.26±0.72a

3.00±0.87a

3.36±0.64a

3.18±0.73a

3.37±0.69a

3.11±0.71a

3.21±0.72a

3.20±0.47a00

2.97±0.94b

2.68±0.96b

3.01±0.92b

3.02±0.96a

3.34±0.74a

3.08±0.84a

3.24±0.84a

2.99±0.86a

2.94±0.89b

3.03±0.66b

2.19±0.91c

1.92±0.85c

2.46±0.81c

2.60±0.84b

2.95±0.77b

2.52±0.80b

2.92±0.81b

2.49±0.85b

2.76±0.82c

2.53±0.59c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Relationship My boss sets a task management plan considering each team 
member’s individual competency.

My boss understands my job well.
My boss gives me useful advices.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team members. 
I work in a smoothly and effectively running team. 
I have a goo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ell with mem-

bers of other teams.
Members of other teams respect dieticians’ work.  
Total average

3.67±0.66a

3.76±0.71a

3.78±0.69a

3.89±0.56a

3.56±0.67a

3.41±0.64a

3.24±0.74
3.62±0.48a

3.61±0.70a

3.63±0.82a

3.68±0.77a

3.87±0.61a

3.61±0.73a

3.38±0.79ab

3.12±0.88
3.56±0.58a

3.21±0.78b

3.23±0.85b

3.28±0.83b

3.71±0.69b

3.36±0.76b

3.24±0.75b

3.23±0.74
3.32±0.56b

＜0.001***

＜0.001***
＜0.001***
＜0.004**
＜0.001***
＜0.038*

＜0.212
＜0.001***

1) Mean±SD, Scale score: 1 (not at all)∼5 (very much)
2) Different letters in a row represent statistical significance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P＜0.01, ***P＜0.001

Table 2. Job satisfaction levels by hospital type.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병원종류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응답자 665명은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성별

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연령분포는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유의

적으로 높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대의 비율

이 38.3%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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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ertiary hospital 

(N=238)
General hospital

(N=195)
Convalescent hospital

(N=232) P
N (%)

Fee of counselling and education 167 (70.2) 147 (75.4) 120 (51.7) ＜0.001***

Task load 147 (61.8) 108 (55.4) 119 (51.3) 0.128

Manpower problem 197 (82.8) 127 (65.1) 97 (41.8) ＜0.001***

Ratio of regular employee number to non-regular 
employee number

134 (56.3) 68 (34.9) 63 (27.2) ＜0.001***

Unstable employment status 109 (45.8) 70 (35.9) 101 (43.5) 0.100

Self development opportunity 138 (58.0) 138 (70.8) 150 (64.7) 0.022*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183 (76.9) 164 (84.1) 154 (66.4) ＜0.001***

Communication with administrative staff 45 (18.9) 61 (31.3) 94 (40.5) ＜0.001***
Subjects were guided to select 5 items out of 8 response options
*P＜0.05, ***P＜0.001

Table 3. Needs assessment for dietitian's task improvement by hospital type.

대의 비율이 각각 47.3%, 51.4%로 가장 높았다(P＜ 

0.05).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직 중인 양사의 최종학

력은 대학원 석사 졸업(64.8%), 4년제 대학교 졸업

(34.8%)의 순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은 4년제 대학

교, 대학원 석사 졸업이 각각 61.4%, 29.6%를 차지

했으며, 요양병원은 4년제 대학교 졸업(53.6%), 2,3년
제 대학교 졸업(40.5%)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1). 임상 양사 자격증 취득 비율, 연봉, 
경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감소하 다(P＜0.001). 

2. 병원종류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개선 필요 사항

병원종류별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수준에 대

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 다. 업무, 안정·장래, 
근무조건, 관계 4개 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3점
대(5점 만점)의 다소 낮은 수준을 보 으며 병원종

류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업무 역, 
안정·장래 역, 관계 역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상

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요양병원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는데(P＜0.001), 업무 역에 대한 만족도 수

준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89점, 종합병원 3.84
점, 요양병원 3.54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정·장래 

역은 상급종합병원 3.68점, 종합병원 3.64점, 요양병

원 3.14점이었으며, 관계 역은 상급종합병원 3.62점, 
종합병원 3.56점, 요양병원 3.32점으로 나타났다. 근무

조건의 경우 직무만족도 수준은 상급종합병원(3.20
점), 종합병원(3.03점), 요양병원(2.53점) 순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 다(P＜0.001). 4개 역의 직무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업무 역이 다른 역에 비하

여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근무조건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상 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

한 항목에 관한 응답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업무량과 불안정한 고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병원종류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82.8%가 인력부족을 개선이 필요

한 항목으로 답하 으며, 의료진과 의사소통(76.9%), 
교육 상담료(70.2%), 업무량(61.8%)이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 양사의 84.1%가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꼽았으며, 교육 상담료(75.4%), 자기개발 기회(70.8%), 
인력부족(65.1%), 업무량(55.4%)의 순이었다. 요양병원

에서도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진과 의사

소통(66.4%)이었으며, 다음으로 자기개발 기회(64.7%), 
교육 상담료(51.7%), 업무량(51.3%)의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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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of beds

P＜750 
(N=58)

750∼999 
(N=100)

≥1,000 
(N=80)

Task I try to improve my job competency.
I get proper training for improvement of my job competency.
I gain recognition for my job.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my job.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my job.
My task fits my job competency.
I am interested in my job.
I like my job.
Total average

4.02±0.481)

3.83±0.57
3.64±0.61
3.90±0.58
4.28±0.52
3.83±0.70
4.12±0.56
4.10±0.64
3.96±0.41

3.90±0.61
3.76±0.64
3.58±0.62
3.72±0.69
4.18±0.73
3.68±0.59
4.00±0.73
3.95±0.72
3.85±0.50

3.96±0.40
3.68±0.59
3.61±0.54
3.91±0.51
4.29±0.56
3.63±0.54
4.13±0.51
4.03±0.64
3.90±0.34

0.373
0.337
0.807
0.062
0.462
0.156
0.326
0.378
0.238

Stabilityㆍ
Vision

My job is stable.
I’d like to keep working as a clinical dietician.
I'd like to recommend a clinical dietician to others searching for their job.
Total average

3.67±0.73
3.86±0.78
3.60±0.75
3.71±0.58

3.59±0.87
3.86±0.67
3.58±0.72
3.67±0.56

3.51±0.97
3.93±0.65
3.58±0.73
3.67±0.58

0.570
0.791
0.982
0.910

Working 
conditions

I am satisfied with my salary.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other clinical staffs 

working in my hospital.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dieticians working in 

other hospitals. 
I have an opportunity for promotion.
I receive fair job performance evaluation. 
I am satisfied with my hospitals’ evaluation and incentive system. 
I work in a proper working condition and environment. 
My hospital provides good support for clinical nutrition services.
My hospital is equipped with good facility for providing quality 

clinical nutrition services.
Total average

3.21±0.72
2.93±0.81

3.17±0.75

3.07±0.90
3.31±0.75
3.09±0.82
3.34±0.76
3.16±0.83ab2)

3.12±0.75
3.16±0.54

3.31±0.76
2.95±0.90

3.22±0.69

3.01±0.81
3.39±0.60
3.22±0.74
3.37±0.69
2.97±0.66b

3.16±0.70
3.18±0.42

3.41±0.69
3.03±0.89

3.36±0.72

2.95±0.93
3.36±0.60
3.19±0.66
3.39±0.63
3.26±0.65a

3.33±0.73
3.25±0.46

0.262
0.784

0.251

0.730
0.767
0.528
0.937
0.020*
0.187
0.414

Relationsp My boss sets a task management plan considering each team member’s
individual competency.

My boss understands my job well.
My boss gives me useful advices.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team members. 
I work in a smoothly and effectively running team. 
I have a goo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ell with members of 

other teams.
Members of other teams respect dieticians’ work.
Total average

3.78±0.65a

3.88±0.73
3.91±0.73
3.91±0.63
3.72±0.77a

3.53±0.71

3.38±0.79a

3.73±0.53

3.74±0.63a

3.77±0.70
3.78±0.66
3.91±0.61
3.58±0.64ab

3.38±0.62

3.07±0.72b

3.60±0.46

3.49±0.68b

3.65±0.71
3.70±0.68
3.85±0.45
3.43±0.61b

3.35±0.62

3.36±0.70a

3.55±0.44

0.017*

0.171
0.197
0.736
0.033*
0.219

0.009**
0.076

1) Mean±SD, Scale score: 1 (not at all)∼5 (very much)
2) Different letters in a row represent statistical significance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P＜0.01

Table 4. Job satisfaction levels in tertiary hospitals' dietitians by number of beds.

하여 인력부족, 정규직：비정규직 인력구성비가 개

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1), 반면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행성부서

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 다(P＜0.001).

3. 병원종류별 병상규모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개선 필요 

사항

상급종합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를 병상규모별

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단, 근무조건과 관계 역의 일부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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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of beds

P＜300
(N=36)

300∼499
(N=74)

≥500
(N=85)

Task I try to improve my job competency.
I get proper training for improvement of my job competency.
I gain recognition for my job.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my job.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my job.
My task fits my job competency.
I am interested in my job.
I like my job.
Total average

3.63±0.661)b2)

3.44±0.84b

3.47±0.67b

3.63±0.75b

4.16±0.57
3.59±0.71a

3.75±0.57b

3.66±0.70b

3.66±0.48b

3.89±0.57a

3.44±0.76b

3.42±0.66b

3.61±0.64b

4.34±0.58
3.55±0.67a

4.04±0.58a

3.93±0.63a

3.78±0.42b

3.99±0.63a

3.75±0.63a

3.75±0.60a

3.93±0.57a

4.31±0.54
3.80±0.61a

4.08±0.69a

4.08±0.69a

3.96±0.46a

0.018*
0.013*
0.003**
0.003**
0.296
0.048*
0.038*
0.010**
0.002**

Stabilityㆍ
Vision

My job is stable.
I’d like to keep working as a clinical dietician.
I'd like to recommend a clinical dietician to others searching for their job. 
Total average

3.72±0.77ab

3.59±0.71b

3.25±0.88
3.52±0.62b

3.53±0.91b

3.77±0.65ab

3.32±0.85
3.54±0.61ab

3.87±0.72a

3.92±0.71a

3.50±0.81
3.76±0.57a

0.030*
0.068*
0.250
0.032*

Working 
conditions

I am satisfied with my salary.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other clinical staffs working 

in my hospital.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dieticians working in other 

hospitals. 
I have an opportunity for promotion.
I receive fair job performance evaluation. 
I am satisfied with my hospitals’ evaluation and incentive system. 
I work in a proper working condition and environment. 
My hospital provides good support for clinical nutrition services.
My hospital is equipped with good facility for providing quality clinical 

nutrition services. 
Total average

2.72±0.85
2.34±0.90b

2.78±0.94b

2.75±1.11b

3.19±0.78b

2.84±0.88b

3.09±0.82b

2.91±1.06b

2.72±1.11b

2.82±0.71b

2.88±0.92
2.45±0.83b

2.89±0.80ab

2.85±0.97b

3.14±0.71b

2.93±0.76b

2.95±0.81b

2.73±0.82b

2.61±0.76b

2.82±0.57b

3.14±0.97
3.00±1.00a

3.20±0.99a

3.27±0.82a

3.58±0.70a

3.30±0.85a

3.55±0.77a

3.25±0.74a

3.31±0.77a

3.29±0.62a

0.054
＜0.001***

0.033*

0.004**
＜0.001***

0.005**
＜0.001***
＜0.001***
＜0.001***
＜0.001***

Relationship My boss sets a task management plan considering each team member’s
individual competency.  

My boss understands my job well.
My boss gives me useful advices.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team members. 
I work in a smoothly and effectively running team. 
I have a goo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ell with members of other 

teams.
Members of other teams respect dieticians’ work.  
Total average

3.42±0.76b

3.48±0.85a

3.55±0.85b

3.88±0.61
3.50±0.80ab

3.34±0.79ab

3.09±0.93ab

3.47±0.62b

3.49±0.73b

3.49±0.85a

3.51±0.83b

3.78±0.53
3.47±0.69b

3.16±0.76b

2.92±0.84b

3.41±0.52b

3.79±0.60a

3.80±0.75a

3.87±0.65a

3.95±0.67
3.76±0.72a

3.58±0.78a

3.31±0.86a

3.72±0.57a

0.006**

0.030*
0.008**
0.221
0.028*
0.004**

0.020*
0.001***

1) Mean±SD, Scale score: 1 (not at all)∼5 (very much)
2) Different letters in a row represent statistical significance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P＜0.01, ***P＜0.001

Table 5. Job satisfaction levels in general hospitals' dietitians by number of beds.

병상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다소 감소

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무조건 역의 ‘임
상 양관련 활동에 필요한 병원의 충분한 지원 여

부’와 관계 역에서 ‘상사의 업무계획능력’, ‘부서 

내 업무진행의 효율성’, ‘타 부서의 양사 업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병원종류 별로 유

의하게 달랐다. 먼저, 근무조건 역인 ‘임상 양관

련 활동에 필요한 병원의 충분한 지원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1,000병상 미만의 병원 양사에 비하여 

1,000병상 이상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양사의 직무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50병
상: 3.16점, 750∼999병상: 2.97점, ≥1,000병상: 3.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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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of beds

P＜100
(N=66)

100∼199
(N=85)

≥200
(N=81)

Task I try to improve my job competency.
I get proper training for improvement of my job competency.
I gain recognition for my job.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my job.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my job.
My task fits my job competency.
I am interested in my job.
I like my job.
Total average

3.73±0.701)

3.28±0.92
3.25±0.67
3.33±0.74
4.06±0.56
3.61±0.70
3.34±0.73
3.24±0.73
3.48±0.43

3.71±0.71
3.29±0.88
3.39±0.70
3.57±0.75
4.10±0.56
3.57±0.65
3.49±0.72
3.40±0.66
3.58±0.48

3.72±0.62
3.35±0.79
3.45±0.75
3.56±0.71
4.13±0.54
3.50±0.77
3.36±0.76
3.28±0.75
3.55±0.45

0.979
0.886
0.240
0.093
0.788
0.639
0.433
0.377
0.440

Stabilityㆍ
Vision

My job is stable.
I’d like to keep working as a clinical dietician.
I'd like to recommend a clinical dietician to others searching for their job. 
Total average

3.19±0.91
3.05±0.93
2.68±0.95
2.98±0.76

3.32±0.91
3.23±0.78
2.89±0.86
3.17±0.68

3.33±0.80
3.31±0.72
3.03±0.84
3.23±0.64

0.574
0.189
0.079
0.080

Working 
conditions

I am satisfied with my salary.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other clinical staffs working 

in my hospital. 
My salary is reasonable compared to that of dieticians working in other 

hospitals. 
I have an opportunity for promotion.
I receive fair job performance evaluation. 
I am satisfied with my hospitals’ evaluation and incentive system. 
I work in a proper working condition and environment. 
My hospital provides good support for clinical nutrition services.
My hospital is equipped with good facility for providing quality clinical 

nutrition services. 
Total average

2.13±0.90
1.95±0.84

2.42±0.73

2.34±0.88b2)

2.89±0.76
2.44±0.81
2.84±0.88
2.38±0.86
2.63±0.86
2.45±0.59

2.19±0.88
1.99±0.88

2.40±0.82

2.57±0.77b

2.84±0.79
2.49±0.82
2.87±0.75
2.47±0.81
2.74±0.79
2.51±0.62

2.23±0.96
1.82±0.83

2.56±0.86

2.85±0.83a

3.10±0.73
2.61±0.76
3.04±0.82
2.62±0.88
2.88±0.82
2.63±0.56

0.796
0.441

0.408

0.002**
0.077
0.415
0.276
0.227
0.171
0.166

Relationship My boss sets a task management plan considering each team member’s
individual competency.  

My boss understands my job well.
My boss gives me useful advices.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team members. 
I work in a smoothly and effectively running team. 
I have a goo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ell with members of other 

teams.
Members of other teams respect dieticians’ work.  
Total average

3.14±0.85

3.02±0.93b

3.14±0.91
3.56±0.69
3.28±0.79
3.22±0.79

3.27±0.76
3.23±0.59

3.18±0.78

3.22±0.77ab

3.24±0.78
3.76±0.69
3.35±0.78
3.28±0.77

3.23±0.73
3.32±0.58

3.29±0.72

3.40±0.81a

3.44±0.80
3.78±0.67
3.44±0.71
3.23±0.72

3.21±0.74
3.40±0.50

0.469

0.023*
0.081
0.120
0.441
0.862

0.890
0.204

1) Mean±SD, Scale score: 1 (not at all)∼5 (very much)
2) Different letters in a row represent statistical significance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P＜0.01, ***P＜0.001

Table 6. Job satisfaction levels in convalescent hospitals' dietitians by number of beds.

P＜0.05). 또한 관계 역의 ‘상사의 업무계획능력’
과 ‘부서 내 업무진행의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 

0.5), ‘타 부서의 양사 업무에 대한 인식’은 750∼
999병상 수의 병원 양사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

하게 낮았다(＜750병상: 3.38점, 750∼999병상: 3.07
점, ≥1,000병상: 3.36점, P＜0.01).

종합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 수준을 병상규모

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무만족도 

4개 역 모두에서 병상규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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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전반적으로 병상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

졌다. 업무, 근무조건, 관계 역에서 병상 수가 500
이상인 병원이 500 미만인 병원에 비하여 직무만족

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P＜0.001, P＜0.001), 
안정‧장래 역은 병상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무만족

도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Table 6은 병상규모에 따라 요양병원 양사의 직

무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업무, 안정‧장래, 
근무조건, 관계 4개 역 모두 병상규모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안정·장래 역의 직무만족도 수

준은 병상규모 커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보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세부항목 중 근무

조건 역의 ‘승진기회’와 관계 역의 ‘상사가 자신

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승진기회를 묻는 문항의 점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상사가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병상규모가 커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했다(P＜0.05).
병원종류별 병상규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항목

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상급종합병원은 

병상규모에 따라 업무량과 행정부서와의 의사소통

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업무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00 이상의 병상규모에서 77.5%로 나타나 

750∼999병상규모 54.0%, 750 미만 병상규모 53.4%
의 응답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반면에 행

정부서와 의사소통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 다(＜750병
상: 29.3%, 750∼999병상: 20.0%, ≥1,000병상: 10%, 
P＜0.05). 불안정한 고용, 행정부서와의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50%가 넘는 응답비율을 보

으며, 특히 인력부족(＜750병상: 77.6%, 750∼999병
상: 88%, ≥1,000병상: 80%)과 의료진과 의사소통

(＜750병상: 74.1%, 750∼999병상: 75.0%, ≥1,000병상: 
81.3%), 교육 상담료 개선(＜750병상: 70.7%, 750∼
999병상: 77%, ≥1,000병상: 61.3%)에 대한 요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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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ask Stability · Vision Working conditions Relationship

r (P)

Total
(N=665)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0.24 (＜0.001)***
0.33 (＜0.001)***
0.31 (＜0.001)***

0.26 (＜0.001)***
0.40 (＜0.001)***
0.28 (＜0.001)***

0.19 (＜0.001)***
0.46 (＜0.001)***
0.40 (＜0.001)***

0.02 (0.622)
0.11 (0.011)*
0.19 (＜0.001)***

Tertiary hospital 
(N=238)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0.14 (＜0.040)*
0.04 (0.545)
0.01 (0.902)

0.18 (0.006)**
0.16 (0.017)*
−0.01 (0.889)

0.06 (0.391)
0.12 (0.092)
0.05 (0.428)

−0.07 (0.314)
−0.14 (0.035)*
−0.16 (0.013)*

General hospital
(N=195)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0.20 (0.007)**
0.25 (0.001)***
0.29 (＜0.001)***

0.26 (＜0.001)***
0.30 (＜0.001)***
0.16 (0.027)*

0.07 (0.338)
0.32 (＜0.001)***
0.30 (＜0.001)***

0.01 (0.892)
0.09 (0.276)
0.19 (0.008)**

Convalescent hospital
(N=232)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0.06 (0.346)
0.15 (0.036)*
0.07 (0.312)

0.04 (0.601)
0.16 (0.025)*
0.14 (0.034)*

0.03 (0.627)
0.10 (0.189)
0.12 (0.077)

−0.10 (0.142)
−0.08 (0.253)

0.11 (0.116)
*P＜0.05, **P＜0.01, ***P＜0.001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job satisfaction levels and related variables.

높은 양상을 보 다. 종합병원 양사에게 병상규모 

별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는 의료진

과 의사소통, 자기개발기회, 교육 상담료에서 60% 
이상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 다. 병상규모에 따라 

인력부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00∼499
병상(71.6%)과 500병상 이상(67.1%)의 병상규모에서 

300병상 미만 병상규모(47.2%)보다 인력부족에 대하

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양사에게 임상

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조

사한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의료진과 의사소통, 
자기개발 기회, 교육 상담료가 과반이 넘는 응답비

율을 보 으나, 전반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 인력부족은 제시된 항목 중 유

일하게 병상규모가 커질수록 응답비율이 증가하

다(＜100병상: 30.3%, 100∼199병상: 42.4%, ≥200병
상: 50.6%, P＜0.05).

4. 직무만족도의 관련요인

직무만족도의 업무, 안정·장래, 근무조건, 관계 

역과 경력, 연봉, 병상규모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8과 같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분석 결

과, 업무, 안정·장래, 근무조건 역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경력, 연봉, 병상규모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

을 가졌다(r=0.19∼0.46, P＜0.001). 관계 역의 만족

도 수준은 병상규모(r=0.19, P＜0.001) 및 연봉(r=0.11, 
P＜0.05)과 다소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

가 발견되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업무 역의 만족

도 수준(r=0.14, P＜0.05)과 안정·장래 역의 만족도 

수준(r=0.18, P＜0.01)이 경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하여 안정·장래 역은 

연봉수준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 다(r=0.16, 
P＜0.05). 반면에 관계 역은 연봉(r=-0.14, P＜0.05) 
및 병상규모(r=-0.16, P＜0.05)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

을 보 다.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하

여 더 많은 항목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

며, 특히 종합병원 양사는 병상규모가 증가할수록 

관계 역에 대한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과 상이한 결과를 보 다

(r=0.19, P＜0.01). 또한 업무 역과 안정·장래 역

은 모든 항목 간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r=0.14∼0.30), 근무조건 역의 직

무만족도 수준은 연봉(r=0.32, P＜0.001) 및 병상규모

(r=0.30, P＜0.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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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SS1) MS2) F P

Task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Hospital type
Total model (Model R2=0.126)

0.324
0.013
0.002
6.540

0.324
0.013
0.002
3.270

1.71
0.07
0.01

17.29
16.03

0.191
0.795
0.913
＜0.001***
＜0.001***

StabilityㆍVision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Hospital type
Total model (Model R2=0.178)

0.345
1.202
0.008

15.212

0.345
1.202
0.008
7.606

0.93
 3.24

0.02
20.52
24.03

0.335
0.070
0.883
＜0.001***
＜0.001***

Working conditions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Hospital type
Total model (Model R2=0.264)

2.407
5.921
0.002

14.217

2.407
5.921
0.002
7.109

8.19
20.13

0.01
24.17
39.88

0.004**
＜0.001***

0.933
＜0.001***
＜0.001***

Relationship Experience
Annual income
Number of beds
Hospital type
Total model (Model R2=0.066)

0.689
0.226
1.556
7.057

0.689
0.226
1.556
3.528

2.57
0.84
5.80

13.14
7.81

0.110
0.359
0.016*
＜0.001***
＜0.001***

1) Sum of squares
2) Mean of squares
*P＜0.05, **P＜0.01, ***P＜0.001

Table 9. Prediction of job satisfaction level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 요양병원의 양사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경력, 
연봉, 병상규모와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봉이 증가할수록 업무 역

(r=0.15, P＜0.05) 및 안정·장래 역(r=0.16, P＜0.05)
의 만족도 수준이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병상규모와 안정·장래의 직무만족도 수준 간에도 이

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r=0.14, P＜0.05).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경력, 연봉, 병상규모, 병원종류를 일반선형모형의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직무만족도 4개의 역에 대

한 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병원종류는 모든 역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또한 연

봉수준은 근무조건의 만족도 수준에 유의한 향력

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P＜0.001), 병상규모는 관계 

역의 직무만족도에 다소 약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결정계수로 확인한 전체 모

형의 설명력은 근무조건이 26.4%로 가장 높았고, 관
계는 6.6%로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 다.

고 찰

본 연구는 전국 의료기관 내 병원 양사의 직무

만족도 수준과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하 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병원

양사의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전체 병원의 70% 이

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이는 Lee & Lee(2000)
의 연구에서 35세 이하의 병원 양사가 약 80% 이

상으로 조사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급종합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

업 이상인 양사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합병원을 대상으

로 조사한 Yun 등(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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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전문대 졸업에 비하여 대학원을 졸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병원 양사는 타 양사에 비

해 고학력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평균 경력 년수

는 상급종합병원(10.8년), 종합병원(8.6년), 요양병원

(4.8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Lee(2003)의 선행연구

에서 전국 병원 양사의 평균경력이 약 3.5년으로 

조사된 결과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

양사 인력의 경험 축적과 전문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전체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점수는 업무, 안정·장

래, 근무조건, 관계 4개의 역에서 모두 2∼3점 대

(5점 만점) 수준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만족도 수준을 보 다(Lee & Kim 1996; Han 2000). 
이러한 결과는 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가 지난 15∼ 
20년에 걸쳐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시

사하며,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 직무만족도 수준을 역별로 비교한 

결과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급여, 평가·보상, 근무환경을 포함하는 근

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관계 역에서 부서 

내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상사 또는 타 

부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비해 월

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이다. Lee & Kim(1996) 
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 양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감을 느끼며 동료 양사와의 관계에

서 가장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Lee & Lee(2000)의 

연구에서도 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 수준이 동료

와의 관계, 직무자체, 상사의 감독, 급여, 승진 순으

로 조사되어 양사는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관

계 역을 부서 내 동료와의 관계와 타 부서 동료

와의 관계로 나누어 비교하 는데, 부서 내 동료와

의 관계가 타 부서 동료와의 관계에 비해 높게 나

타나 타 부서의 양사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업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과거와 마찬가지로 병원 양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종류별 직무만족도는 상급종합병

원과 종합병원에 비하여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양사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Seong(2011)의 부산지

역 요양병원 양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직무만족도

(3.04점/5점 만점)가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Yun 등

(2009)의 연구에서 서울, 경인지역 종합병원 양사

의 직무만족도(3.35점/5점 만점)보다 낮은 연구결과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요양병원의 양사는 종합병

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양사의 인력부족 및 

임상 양업무 수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

지 않아 단체급식에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

는 실정이므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병상규모에 따른 직무만족도 수준을 병원종류 별

로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비하여 종

합병원의 양사가 다수의 직무만족도 문항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종합병원이 병상규모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종

합병원의 환자 수 대비 양사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사 1인당 환자 수가 41.2∼530명으로 상이

한 차이를 보 으며, 이러한 근무 여건의 차이는 

양사가 수행하는 업무 및 역할에 향을 미치므로 

직무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

한 바 있다(Lee 2005).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종

합병원 임상 양사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두 군에 

비하여 병상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비해 종합병원

의 임상 양업무 환경이 병상규모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양사의 임상 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개

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력부

족과 정규직：비정규직 인력구성비와 같은 인력배

치 실태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는 상급종합병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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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병

상규모가 커질수록 상급종합병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업무량을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

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인력부족의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는 대규모 병원에서 소규모 

병원에 비하여 양사 1인당 할당되는 업무량이 많

아 인력충원 및 배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을 것으로 여겨진다. Han(2000)의 연구에서 업무의 

부하량이 직원의 사기 및 친밀성과 음의 상관관계

를 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고, Yun 등(2009)의 연구

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집단의 

직무만족도 수준이 정규직 집단에 비해 낮다고 보

고하 다. 그러므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인력배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사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임상 양업무의 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교육상담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

합병원이 요양병원에 비하여 개선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

원이 요양병원에 비해 치료의 일환으로 양교육 

및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 한다(Kim 
등 2011). Lyu 등(1998)은 대규모 병원의 의료진이 

규모가 작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비해 양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하 다. 마찬가지

로 본 연구에서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양사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

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행정부서와의 

의사소통을 응답한 비율도 상급종합병원에 비하여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양업무에 대한 의료진 및 행정부서 직원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소규모의 병원에 

비하여 대규모의 병원에서 중환자 및 합병증을 동

반한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아 양관리의 치료적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질병치료 시 양관리는 중요하므로 병상

규모에 따른 의료진 및 행정부서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력, 연봉, 병상규모와 직무만족도 역 간 상관

성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

다. 그러나 관계에 관한 만족도는 경력, 연봉, 병

상규모와 같은 근무 외적인 조건의 향을 가장 덜 

받는 독립적인 역으로 조사되어, 근무 외적인 조

건을 개선시킨다고 하여도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 다. 병원종류별

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

원에 비하여 외적인 조건이 직무만족도 수준과 연

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국 종합병

원 간 상이한 임상 양 업무 환경의 차이가 병원

양사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하

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의 경우 외적인 조건과 만

족도 사이에는 거의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근무 

외적인 조건만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요양병원 양

사의 낮은 직무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rk & Lyu(2011)는 부

산·경남지역의 요양병원을 조사한 연구에서 조사대

상 병원의 병상 수는 100병상 미만에서 200병상 이

상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양사 수가 2명 이내인 

병원의 비율이 93.6%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요

양병원 양사가 임상 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병원 양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고

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장기입원환자의 증가로 요

양병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요양병원의 

기관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0년 12월 말 867기관

으로 급증하 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
ment Service 2011).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양병원 양사가 

질 높은 임상 양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 역의 만족

도 수준에 대한 상관성 결과는 병원종류 별로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

상규모가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종합병원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Han(2000), Yun 등(2009)의 연구에서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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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가 증가하면 업무환경에 대하여 감정적 고갈

상태를 많이 느껴 대인관계 만족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결

과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 경력, 연봉, 병상규모, 병원종류 중 

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

인은 병원종류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양사가 근무

하는 병원의 종류에 따라 수행되는 임상 양업무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고, 아울러 임상 양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형성된 요양병원은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특성상 장기입원환자

가 많으므로 양관리가 중요하다. Hong & Seo 
(2010)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양사의 

양직무 수행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양사 수

가 1명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전체의 79.2%로 가장 

높게 보고된 바 있으며, Kim 등(2012)의 연구에서도 

병상규모는 100병상 미만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매

우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양사 수가 2
명 이내인 요양병원이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

는 요양병원의 경 진이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
조의 2항에 명시된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양사를 둔다’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양사 인력

을 최소화한 결과로 보여진다. 요양병원 양사의 

인력부족은 제공하는 임상 양서비스의 질에 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상규모에 따른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시급하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병원에서 치료적인 관

점으로 환자들의 양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임상 양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mon 등 2004; 
Kim 등 2012; Sauer 등 2012).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연

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우편 

설문의 특성상 예상응답률 50%로 응답률은 다소 낮

았지만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 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

양병원으로 구분하여 양사가 인지하는 직무만족

도 수준을 비교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 다는 점에서 병원의 특성에 따라 양사 업

무구조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새로운 임

상 양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

병원에 재직 중인 양사 665명을 대상으로 직무만

족도, 임상 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개선이 필

요한 사항을 조사하 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양사의 직무만족도

는 업무, 안정·장래, 근무조건, 관계 4개의 역 

모두에서 5점 만점에 2∼3점 대(2.53∼3.89점)의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

으며,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비하

여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병원 양사의 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각각 병상규

모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4
개의 직무만족도 역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종합병원의 경우 4개의 역 모

두에서 병상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2 | 전국 병원영양사의 직무만족도

3. 임상 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

한 사항에 관한 조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력부족(82.8%)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각각 84.1%, 66.4%로 수위를 차지했

다. 업무량과 불안정한 고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의 응답비율이 병원종류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력부족과 정규직 : 
비정규직의 인력구성비가 다른 군에 비하여 더욱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인식되었으며(P＜0.001),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하여 

행정부서와의 의사소통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4.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 양서비스의 질 제고

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병상규모가 

클수록 업무량을 선택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P＜0.01), 반대로 행정부서와의 의사소통은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인력부

족을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병상규모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는데, 종합병원은 인력부족에 대해 

300병상 이상인 병원의 응답률이 300병상 미만인 

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P＜0.05), 요양병

원에서도 병상규모가 클수록 이 항목을 선정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5. 경력, 연봉, 병상규모와 직무만족도의 4개의 역 

간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에서, 관계 역을 제외

한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P＜0.001). 관계 역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연봉

(r=0.11, P＜0.05) 및 병상규모(r=0.19, P＜0.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며, 경력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적인 조건과 직

무만족도 수준 간 상관관계를 병원종류 별로 살

펴보면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 다.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비하여 경력, 연봉, 
병상규모와 다수의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각 역의 직무만족도 수준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경력, 연봉, 병상규모, 병원종류로 설정하고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의 역 모두에서 병원종류가 유의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아

울러 근무조건의 만족도 수준은 연봉과 경력에 

의해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P＜ 

0.001), 관계에 관한 만족도는 병상규모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상기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 

병원 양사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조건에 관한 만족감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병원 양사의 근무조건 개선의 요구

도가 높음을 제시한다. 실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 “의
료진 및 행정부서와의 의사소통”, “교육 상담료” 등
이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 수

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종류에 따라 제반

환경의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

상 양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

료비 절감으로 인한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임상 양사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

력충원 및 배치, 양에 대한 의료진 및 행정부서의 

인식 전환을 위한 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

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 마련, 교육 상담료의 

급여화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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