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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WorkplaceLearningon

HospitalPerformance:

OrganizationalandSupervisorVisionasA Moderator

byJin,So-Jin

Advisor:Cho,YoonHyung,Ph.D.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The environmentofmodern hospitalis changing quickly and

unpredictability.Accordingtodevelopmentoftheindustrialsocietyand

thegrowthofthesizeofthehospital,thehospitalconfrontedtoan

externalenvironmentthathavetoresponseanddevelopquicklyfrom

keencompetition.WithincreaseofconsumerneedandHealthCare

MarketOpeningathomeoraboard,thechangesinconditionhasled

tointenselycompetition.

Itis difficult to grow production and improve quality when

satisfaction oftheinsidecustomerdoesn'triseupforan effective

countermeasures in radicalchange.The hospitaltries to strive to

secureanoutstandingworkforceandtrainedworkerscanbeabsorbed

intheirworksfororganization.

Therehasbeenanincreasingawarenessofinterestandimportance

aboutabilitydevelopmentofworkers.

Inthisaspect,oneoftheimportanttasksoftheproblemshospital

facediscontinuedinterestwhetherworkersacquireknowledgeand

functionrequiredforperformingthejobdescriptionsuccessfully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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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tohospital'sefforts.

Therefore,the study focuses on the result and influence to

innovationfrom workplacelearning.Alsothisstudyisdiscussedabout

controleffectbetweenorganizationvisionandbossvisionfrom result

andinfluence.

The study illuminates discussion that workplace learning can

improveresultandbringaboutreformswhenworkplacelearningis

notonlyshownthepositiveinfluenceabouttheresultandinnovation,

butalsoorganizationandbosssuggest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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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증가와 의료시장의

개방 등 내외 인 여건의 변화로 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병원의 생존경

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병원 고객들의 서비스 평가 요소에도 변화가 나타

나고 있는데 그 동안 환자들은 최신의료장비,우수한 의료진이 병원 선택의

심이었으나 지 은 진료 편의시설과 직원친 이 병원의 주요 선택요인

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게 변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서 병원 내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에 한 심과 요성에 한 인식이 차

높아지고 있으며 병원내에서 즉,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학습을 지향

하고 있다.일터학습은 무엇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외 조직 환경 변화

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직결된다는 에

서 그 의의가 크다.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조직의 신노력과 련하여 변화된 직무 내용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근로자들이 습득하고 있는지 여부에

해 지속 으로 심을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터학습은 크게 공식 인 교육훈련과 비공식 인 학습활동으로 나 수

가 있는데,공식 인 교육훈련은 개인들에게 보다 이론 이고 형식 인 지식

을 달하고 비공식 인 학습활동은 실무 이고 차 이며 무형식 인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주요한 방법이다.이 듯 일터학습의 두 가지 학습 형태

는 학습내용의 달이나 습득의 방식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개인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보완 인 성격을 갖는다(Choi,2009).

일터학습은 지식 기술 습득의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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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이 개인 조직의 성과 향상을 활용하는

요한 수단이다(Jacobs,2001).이 때 직무성과는 명목 지식, 차 기술,

동기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차이가 개인들의 성

과의 차이를 결정한다(Campbell,McCoy,Oppler& Sager,1993).개인들의

학습에 한 동기 등이 응 수행에 향을 미침에 있어 일터학습이 요

한 매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학습목표 지향성이 높은 개인들은 새로운 업무나 지식을 학습하고 용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인지 노력을 하게 된다.이러한 인지 노력은 학

습과 성과를 극 화 하는 데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Chen,Aryee&

Lee,2005).결국 학습목표 지향성은 조직의 업무성과에 직 인 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일터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Watkins와 Marsick(1992)은 개인은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 처하기 해

필요한 지식을 다양한 학습의 방식을 통해 습득한다고 하 다.이는 조직에

서 제공되는 공식 교육훈련이나 개발 뿐 아니라 자기 주도 이고,비정형

화된 학습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 조직이 성과를 내기 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 공통의 목표를 정

하고,성과목표에 동의하며,일에 한 공통된 근방법을 정의해서 결과에

하여 책임을 질 때 성과가 높아지는데(Katzenbach& Smith,1993)만일

부서의 상사가 구성원들과 수 높은 질 인 계를 가지게 되면 정서 연

감을 형성하고 리더의 정 인 기 감이 조직원들에게 공유되어 명확한

목표설정과 공유를 통해 부하들의 높은 성과와 만족도를 가져오게 된다

(Kozolowski& Donherty,1989;Wayne,Shore& Linden,1997).

한편 조직의 구성원들의 시 지를 높여 조직의 성과를 유도하기 해

서는 리더의 역할과 더불어 조직의 역할도 요하다.리더와 부하와의 계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직은 부하를 둘러싼 다양한 과업환경에 충분한 자원

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부하들에게 리더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목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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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수 있기 때문이다(Nahavandi,2000).다양한 조직

,과업 특성이 리더십을 체하는 잠재 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Howell

& Bowen,1990;Nahavandi,2000)부서나 구성원들에게 우리 조직이 우

리 부서나 을 정말 요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극 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 부서나 에 한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

다.그러므로 일터학습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조직비 과 상사비

의 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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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는 일터인 병원 내에서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와 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그리고 조직비 과 상사비 이 병원성과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터학습이 병원성과, 신에 미치는 향력 그리고 이들 사이

의 계에서 조직비 과 상사비 의 조 효과에 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

으며,일터학습이 병원의 성과 그리고 신에 하여 정 인 향력을

보이고,이 때 조직과 상사가 비 을 제시하게 되면 더욱 성과를 향상시키고

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Ⅰ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 목 ,연구의 방법 논문의 구성에

해 서술하 다.

제 Ⅱ장에서는 병원의 성과, 신,일터학습,비 에 한 이론 배경을

고찰하고, 련 개념연구와 연구의 실증분석의 기 자료로 활용하 다.

Ⅲ장은 앞서 살펴본 이론 배경을 토 로 연구의 이론 모형을 제시하

고,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한 연구가

설을 설정하 다.

Ⅳ장은 실증분석의 결과 부분으로 변수의 타당도 신뢰성,설문지의 구

성과 측정,연구가설에 한 실증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그 결과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가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해석을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Ⅴ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결과의 요약,시사 ,그리고 연구

결과의 한계 향후연구의 과제를 기술하 다.



-5-

Ⅱ.이론 배경

1.일터학습

1)일터학습

오늘날 조직의 일터 환경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과 조직 구성

원의 계,조직구성원의 삶에 향을 미치고 있다.나아가서 일터 조직의 환

경은 구성원들이 일을 배우는 방법이나 일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도 향을 미친다.때문에 일터 조직의 환경차원에서 일과 련된 학습 과정

을 이해하는 것은 조직과 그 구성원의 생존과 발 을 한 다양한 교육 활

동에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일터학습은 일반 으로 ‘일터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atwork)'을 일

컫는 말로,개인, ,조직이 일터에서 형식 ,비형식 는 우연 으로 이

루어지고 개인과 주변 환경 다른 사람과의 지속 상호작용을 통하여 업

무와 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필요

한 지식,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일터학습이란,① 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②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의

동시 ,비동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③ 형식 이고 무형식 (우

연 학습을 포함한)인 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④ 무형식

학습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일터학습의 유형은 얼마나 의도 (intentional)이고 계획 (planned)이냐에

따라 일반 으로 형식 (formal)학습,무형식 (informal)학습,비형식

(nonformal)학습으로 나뉜다.최근 통 인 교수자 심의 형식학습에 한

비 이 제기되면서,일상 인 실천 활동 속에서 학습자 심의 무형식학습에

한 심이 증폭되고 있다(김신일 외,2005;한숭희,2006).이는 성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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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악하는 요한 배경이 되는데 일터에

서 학습자들이 업무수행을 해 단순히 기술을 익히고,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Boud& Middleton,2003).

무형식학습의 개념은 그동안 형식,비형식학습과 논의되어 오면서 학자마

다 조 씩 차이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 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첫

째,무형식학습은 우연 학습과는 달리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의식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Marsick& Watkins,1992),둘째,학습자의 경험과 성찰

을 동반한다는 것(Garrick,1998),셋째,학습이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을 요

시한다는 것이다(Marsick& Volpe,1999).

한 단계 더 나아가 일터에서 무형식학습의 내용을 악한 연구로

Eraut(2004)는 개인 에서 구성원들이 일터에서 무엇을 학습하며,학습

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사회 에서는 학습에 한 맥락에

을 두고,문화 습과 요소,지식에 한 원천을 조사하 다.그 결과,무형

식학습은 부호화된 지식,문화 지식,개인 지식 세 가지로 분류하 다.

Marsick& Watkins(1987)는 무형식학습의 내용을 일에 한 학습,조직

에 한 학습,개인에 한 학습으로 구분하 다.일에 한 학습은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습득하는 것이며,조직에 한 학습은 조직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치나 지식을 말한다.개인에 한 학습은 자기 성찰

학습으로 업무에 한 자신감,신념,가치 등 자아개념에 해 깨닫는 학습이

라고 보았다.

기업 내 근로자에 한 통 인 교육훈련 방식은 조직에 의해 미리 계

획되어 진 교육훈련이 정해진 시간에 체계 이고 구조 으로 이 짐에 따라

정작 필요한 때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고, 장과 멀리 떨어진 교실 상황에

서 이 지기 때문에 이수 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에 한 안

으로 일터학습,특히 무형식 학습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일과 학습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야 하며,일터야 말로 곧 학습의

장이라는 일터학습에 한 심과 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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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부분의 일터학습 활동은 학습 들에 근거하고 있다.학습을

개인 차원의 지식 획득 과정으로 보는 에서 보면 학습이란 개인이 새

로운 개념과 기술,행동 등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서 개별 구성원의

학습 그 자체는 조직의 자원이 되는 역량으로 간주한다.이 은 개인이

획득할 지식을 형성,선택,이용하는 방법에 을 맞추면서,획득할 지식은

바로 실천에 이가능하고,개인의 능력으로 측정가능하며,그 기 때문에 지

식 획득을 한 학습 활동에 한 투자의 기 효과를 충분히 측가능하다고

제하게 된다(Bates& Holton,2004).

한편 학습을 개인 차원의 인간 발달 과정으로 보는 은,학습이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한 목 으로 개인이 지속 으로 학습을 수행하면서

개인 인 의미 구성에 의한 자아 발 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이

은 개인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강화를 강조한다(Clardy,2000).이처럼

개인 차원의 지식 습득 혹은 인간 발달이라는 학습 에 기 한 논의는,

학습이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을 고려한 총체 과정이라고 보

기는 하지만 개인이 여하는 일터 실천과 활동의 사회 상호작용 맥락을

무시하거나,사회 상호작용 맥락을 비교육 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실제 학습 활동에 그런 맥락의 고려를 경계할 것을 주장한다(Doornbos,

Bolhuis& Simons,2004).

일터학습의 개념은 역사 으로 여러 학습이론들에 근거하여 성립되었으

며(Choi,2009)하나의 로 Kolb(1984)의 학습 사이클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인의 학습이 어떠한 차를 통해 개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성인들의

학습은 경험에 한 인식에서 출발하며,외부에 한 찰과 자신에 성찰을

걸쳐 경험은 추상화된다.이 게 추상화된 경험은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의

생산을 한 능동 인 자기실험의 단계를 거치면서 체화되고 개인의 경험으

로 축 된다.

Watkins& Marsick(1992)은 일터학습의 다른 형태인 공식학습,비공식학

습,우연 학습을 정의하 다.공식 학습은 개인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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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해 계획되고 설계된 교육훈련의 사태(events)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식 학습은 개인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경험들에 이해를 부여하는 과정

이나 결과로써 일어나는 학습을 말한다.우연 학습은 다른 형태의 활동에

의한 부수 인 결과로써 비공식 일터학습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Garavan,Mirley,Gunnigle& McGuire,2002).

통 인 일터학습 이론과 달리 최근 일터학습 이론들은 일터 학습은 개

인 이면서도 집단 인 과정이고,일터의 일상 실천 활동 즉 행 ,계획,

화,문제해결,교육, 로젝트 등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을 인정하고 있다(Beckett& Hager,2002).특히 그 이론들은 일터 조직에

서 구조화되고 제도 으로 지원을 받는 형식학습 활동보다는 특정한 일터 환

경이나 맥락 하에서 일상 인 일 련 실천 활동과 일터에 산재한 다양한 교

육 자원의 향을 받는 무형식학습 활동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형식학습은 일터학습의 한 가지 유형이자 방식으로서 일/일터에서 혹

은 일/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다.무형식학습은 일터 구성원이 치한

사회 맥락의 향력이 요하고,그 사회 맥락이 일터 구성원의 개인

인 학습 기회에 한 근과 경험의 가능 유무를 결정하고,그 결과 일터 구

성원 개인에게 유의미한 지식을 습득하고 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 해

다는 가정을 제한다(Garrick,1998).

2)공식 /비공식 일터학습

일터학습에서 공식 인 교육훈련은 개인들에게 보다 이론 이고 형식

인 지식을 달하고 비공식 인 학습활동은 실무 이고 차 이며 무형식

인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주요한 방법이다.이 듯 일터학습의 두 가지

학습 형태는 학습 내용의 달이나 습득의 방식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있지

만 개인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보완 인 성격을 갖는다(Choi,2009).

공식 일터학습은 교실이나 강의실 같은 정해진 공간 제약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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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규과정이라는 학습의 시간 제약을 받고 있다.그러나 비공식 일터

학습은 공간 ,시간 제약들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학습의 양상을 포함한다.

비공식 학습을 이해하기 해서는 학습 개념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학

습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일련의 정보 기술 느낌이나 태도를 획득해서 재 조

직화 흡수하여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 것”(Marsick,1987)을 의미한다.나아가

개인이나 조직에 한 기본 ,견해 등에서의 재해석 변화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은 주로 장기 에서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면 훈련은

직무에 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의 향상을 목 으로 한다.따라서 조직은 교

육보다는 훈련에 을 두게 된다.즉 훈련이란 조직이 구성원의 지식,기

능,태도의 목표수 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구성원은

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능을 갖출 수 있으나 이것을 작업 상황에 그 로 용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작업 장에서는 훈련과정에서 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이

런 경우 구성원은 시행착오나 다른 사람과의 의논 등의 방법으로 장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게 된다.구성원의 능력은 단순히 훈련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수행을 통해서도 향상되는 것이다.이

게 비 구조화된 일상 작업수행을 통한 학습을 비공식학습이라 한다

(Watkins& Marsick,1990).

비공식 일터학습은 타인들의 실제 업무 활동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유의 과정은 개인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습동기를 자극하게 된다. 한 공식 교육훈련은 조직

의 구성원들에게 구조화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습 활동에

한 동기수 을 향상시키고,비 구조화되고 비 정형 인 업무 과제에 직면했

을 때 활용될 수 있는 학습의 구조 도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Cho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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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들은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부분은 행동과 자기성찰

을 수반하는 비공식 일터학습을 통해 습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Enos,

Kehrhahn& Bell,2003;Smith,2003).더욱이 비공식 일터학습(informal

workplacelearning)은 도 인 업무환경에 의해 발 되며,문제해결의 과정

이기 때문에(Cseh,Watkins& Marsick,1999;Lohman,2005)환경 변화의

응에 보다 효과 인 학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일터학습은 변화하는 개인들의 응 수행에 직 인 향

뿐 아니라 개인들의 특성을 매개하기 때문에,일터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내부의 환경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즉,비공식 일터학습은 상사,

동료,부하와 같은 주변의 지식 공 자들이 있을 때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진다(Lohman& Woolf,2001).

조직 내 개인의 학습은 개인이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고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가 마주치는 지 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만약,조직의 요구만을 철하려고 든다면,개인의 자발성

이 결여되어 강요된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개인의 필요와

비성을 고려할 때,학습의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습의 양식은

결과 으로 조직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개인의 요구만을 철하는 것도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개인에게 학습의 내용이나 과정을 결정하게끔 주도권을 다면 개

인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firm-specifichumancapital)보다는 자신의 경

쟁력 향상을 한 일반 인 자본(generalhumancapital)을 높이는 방향으

로만 학습과정을 결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Becker,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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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원의 성과

1)성과

일반 으로 경 성과는 개인이나 집합체에 과해진 목 의 수행 정도나

공헌도를 어떤 형태로 측정한 후 충분,불충분,양호,불량 등의 정을 내리

는 것이다.경 성과의 측정방법 표 인 것은 재무 이라고 할 수

있다.재무 은 주로 매출액,원가 감 등과 같은 양 인 재무 평가

에 을 맞추고,외형 심의 확 성장 략을 구사하던 시 를 이루었다(왕

호,2000).

하지만 이러한 재무 성과는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장

기 인 경 개선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지행 인 지표로서 미래성과

를 측할 능력이 부족하고 기업 내에서 한 정된 기능만을 반 한다는 비

때문에 추가 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 히 제기되고 있다.

경 학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의 성과로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주로 연구

상으로 삼아왔다(김인수,2000).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념을 통해서

성과를 정의하고 있다.즉 효과성은 특정기업의 활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

져왔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고,효율성이란 기업의 특정 활동에서 자원

이 운 되는 과정에 한 것으로 특정 투입요소를 산출물로 변환시키는데 얼

마나 능률 이었는가와 련된 개념이다.

경 성과의 첫 번째 유형으로 종업원 만족을 들 수 있다.종업원 만족의

개념에 한 측정은 주로 직무만족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며,종업원의 직무

에 한 만족이 직무에 한 몰입이나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

라 고객만족성과나 재무성과 등에 해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기존의 연구에서도 언 한 것처럼 종업원 만족

과 고객만족 재무성과와의 계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해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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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인과 계와 함께 각 개념과의 상호 유기 인 계를 가질 수 있다는 주

정도 언 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고객만족을 들 수 있는데,고객만족은 제품 서비스

에 한 고객의 구매 후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제품 서비스가 기 수

이상일 때 고객은 만족하게 되고,기 가 성과를 과할 때 불만족하게 된다

는 기존 연구(Oliver,1980)를 볼 때,고객만족에 한 측정은 고객에 의해 인

지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더 일반 이다.

한편,Fornell(1992)은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 만족을 하는 경

우에 기업 체의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하여 몇 가지를 언 하

고 있는데,고객이 높은 만족수 을 보이는 경우에 기업은 원가의 실 ,실

패비용의 감소,신규고객 유인비용의 감소,재구매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재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 다.

세 번째 유형으로 재무성과를 들 수 있는데 재무성과란 기업의 생존

수익성,장기 성장을 해 매우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업성과 하나

이다.이러한 재무성과의 측정방법과 련하여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계량치

를 바탕으로 성과를 추정하는 경우와 인지 성과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이 있다

경 성과는 크게 재무 인 경 성과와 비재무 인 경 성과로 나 고 있

다.여기서 재무성과란 기업의 생존 수익성,장기 성장을 해 매우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업성과 하나이다.이러한 재무성과의 측정 방법

과 련하여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계량치를 바탕으로 성과를 추정하는 경우

와 인지 성과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통 계량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란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장 유율,매출액증가율,순이익증가율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객

인 측정이 가능하고,외부공표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신뢰성을

가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계량 재무 성과는 과거의

조직특성을 반 하고 있다는 한계 이 있으며,시장의 우발 사건에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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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공표된 자료의 신뢰성에도 종종 문

제 이 제기된다는 단 이 있다(서창 ․윤 진,1998).반면에 비재무 지

표로서 인지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계량치 재무성과의 단 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에서 유리하며,이는 인지된 매출액 증가,인

지된 순이익 증가,인지된 시장 유율 증가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병원에서의 성과는 병원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병원이 지니고 있는 존

속,순응,유지,성장 그리고 신의 의미를 갖는다.병원성과는 인지된 병원

성과로 측정하 는데 인지된 병원성과는 실제 재무 성과가 아니고 자신들

의 병원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된 다라고 인지하는 성과이다.VandeVen&

Ferry(1980)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 을 때 고객,서비스,수익률,생산성,서

비스 소요시간,순이익 등에 있어서 상 으로 병원이 어느 정도의 수 인

지로 평가할 수 있다.

2)변화와 신

조직변화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Jick(1993)은 조

직변화를 외부 는 내부 압력에 한 계획 ,비계획 반응이라고 정의하

고 조직에 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Daft,1989)등으

로도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하게 정의된 조직변화의 목 은 궁극 으로 생존과 번 을 한 것

으로 정리된다.조직이 환경에 응하기 해 보다 높은 성과,동기부여,

신, 조,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이직의 감소를 도모(Greiner& Barnes,

1975)하거나 성과 향상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를 통

해 경쟁우 를 달성하여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조직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조직의 변화와 신을 해서는 조직구성원들 개개인의 신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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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신행동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해 갖는 몰

입도 내지는 심과 련이 있다.이는 조직의 성과향상과 변화 신에 한

의지(willingness)로 표 될 수 있다.

개인 신행동(individualinnovativebehavior)은 ‘개인의 업무와 부서,그

리고 조직의 성과증진을 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제안하고, 진․실

해 나가는 구성원의 의도 행동(West& Farh,1989)’으로 정의된다.그리

고 이러한 개인수 의 신은 과업이나 직무수행과 련한 개별구성원의 역

할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조직수 의 신과 구별된다(Scott&

Bruce,1994).

우선, 신행동의 시작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제안(generation)하는

것이다.직무 자체의 문제 외에도 기능 간 부조화,기술 불연속성,그리

고 조직규정으로 통제하기 곤란한 우발 상황 등에 직면할 경우,조직이 이

를 기존 과 방식으로 통제하기엔 많은 한계가 따른다(Drucker,1985).따

라서 조직기능의 어느 역에서든 새롭고도 유익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야말로 신의 출발 이 된다(Amabile,1988;Mumford,2000;Woodman,

Sawyer& Griffin,1993).

다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promotion)하는 것이다.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 해

도 조직 인 지지와 력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Kanter,

1988).이런 에서 동료의 찬성과 리자의 지원,그리고 조직의 정책 재

정 후원을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신 아이디어 실행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Galbraith,1982).그리고 신행동의 마지막 단계는 그 아이디어를 실

(realization)하는 것이다.당해 조직에 합한 신모형을 구축하여 실행가능

성을 높이고,나아가 그것이 실제 근로 장에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조직 체가 개량되는 구체 성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Tushman &

O'Reilly,1997).

이와 같은 신행동은 구성원의 아이디어 창출과 제안에서 비롯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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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성(creativity)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Mumford &

Gustafson,1988).하지만 창의성은 제품과 서비스,혹은 리개선 등에 필요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인 반면, 신행동은 창의 사고를 표출

하고 진하여 기능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그 취지를 구 하는 일련의 과정이

란 에서 창의성과 구별된다(Scott& Bruce,1994).

즉,창의성은 주로 개인수 의 아이디어 도출단계에 련되지만 신행동

은 제안으로부터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포 한다.그러므로 창의성과

신이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어서 모든 창의성이 곧 신으로 귀결되진 못

한다(Utterback,1971).오히려 창의성에는 속성상 내 으로 신을 해하

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외 으로도 시장의 요구와 기술 인 가능성이 충

분히 고려되지 않은 창의성은 신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Woodmanetal.,

1993).

새로운 아이디어가 설령 조직에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행과정에선

많은 논쟁이 야기될 뿐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한다(West,

1989). 신행동은 본질 으로 조직 실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에서 미처

상치 못한 장애요인들이 실행과정상 불가피해질 수가 있다(Spreitzer,1995).

조직 행에 익숙한 사고와 행동양식은 이미 조직기능의 반에서 신을

해하는 구조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으며(Argyris,1993), 신에 따른 조직

변화 자체가 래하는 불편과 그에 한 두려움은 때로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항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Costello,1994). 한 신 인 구성원은

다른 동료들과 인 계에 처할 수도 있다(Jones,2001).

그러므로 신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선 상당한 비용을 감수할 만한 용기

와 세심한 주의가 더불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Janssen,2003,2004).이런

에서 개인의 신행동을 진작하기 해선 아이디어 생성 단계로부터 최종

실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상 조직의 체계 지원과 공정한 보상이 제공되

어야 하는 것이다(Baer& Oldham,2006).

이 논문에서는 신 행 의 두 가지 목표 개인수 의 신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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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검토하 다.병원 신은 병원이 추구하는 신에 조직구성원들

이 신활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을 제안

하기 해서 노력하고 이를 실천하기 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등 신 로

세스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측정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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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

1)조직비

비 이란 실성 있고,믿을만하며 매력 인 조직의 미래상이다.올바른

비 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의 기술,재능,지원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게 하는 아이디어이다.비 은 조직의 창설뿐만 아니라 조직의

체 라이 사이클을 통해서 조직의 성격과 목 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따라서 비 은 리더의 핵심요소

이다(Nanus,1992)

지난 수년간 비 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의 심이 되어왔다.비 의 개념

은 조직이 열망하는 공유된 가치의 발 (House& Shamir,1993)이며 미래

에 한 이상 이고 특별한 이미지(Kouzes& Posner,1987)로서 결국 비

비 은 ‘미래상’과 ‘공유’의 의미가 공통 으로 포함되어져 있다.

이러한 비 의 미래상’과 공유의 개념은 비 의 제시가 미래 가치나 이

미지의 제시과정을 통해,조직과 조직구성원이 상 방에게 서로 기 할 수

있는 것에 해 일 성이 있으며,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내고 그러

한 미래상을 실 하기 해 력하는 것(정재창․곽원섭․김 진․박동건,

1997)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비 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상’이라는 비 의 개념은 조직구성원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개입으로 조직개발에 있어 새로운 방식이 아니며 미래의 추세

와 그러한 추세가 조직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기 해 비 의 개념을 많

이 사용되어져 왔다(정재창 등,1997).

한 ‘공유’의 요성 측면에서 보면 비 공유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들

의 개인 인 비 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비 은 조직 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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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람들의 개인 인 비 과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공유가 가능하

다.

한편 비 에 있어서 비 명료성(visionsalience)은 한 조직의 비 이 얼

마나 명확하며 조직구성원들에게 잘 공유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비 이 얼마

나 합하게 생각하는가에 한 것으로(Harris,Mossholder& Oswald,1994)

비 명확성(clarity),비 공유성(sharedness),비 성(appropriateness)

으로 평가하 다.

결국 조직비 은 조직이 공유하는 미래상,즉 비 이 략 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의 미래상이 얼마나 정

인가 하는 것이다.조직비 은 조직의 미래상에 한 정 모습을 묘사

하는 동시에 략 변화방향의 의미도 지닌다. 한 조직 변화방향에 한

정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략 으로 추구해야할 미래상에 한 가능

성 평가이다.

조직의 비 제시는 많은 정 향력을 주게 된다.조직비 자체가

명료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잘 공유되어 있는 등 정립수 이 높을수록 이타

주의와 의에 정 인 향력을 보이며 조직구성원들이 실제로 비 달성

을 한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비 만족 수 이 높을 경우에 더

욱 의미를 갖게 된다(류성민․권정숙,2009;Testa,1999).

조직비 이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조직비 자체가 명료하고,

미래상 즉,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조직구성원들에게 강

하게 공유되어 있는 것이다(윤정구,2010).조직비 의 공유는 조직구성원들

로 하여 상호존 을 하고 서로 도와주며 지원하도록 유도하므로(Wong,

Tjosvold& Liu,2009)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조직의 목표와 미래를 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범 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조직의 비 이 명료하고 공유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조직

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조직구성원들 자신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

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가 된다(윤정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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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사비

비 에서 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으로 리더십이 있는데 조직을 성공으

로 이끄는 리더십의 필수조건으로 결국 상사들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장기 인

비 을 제시하고 그 비 달성을 해서 함께 매진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조직 리더의 역할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Nanus,1992)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방향 설정자

리더는 미래의 외부환경에 있는 목표를 선정하여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직이 그 목표에 노력을 집 하여야 한다.훌륭한 방향설정자가 되기 해

서 리더는 목 지로 향하는 길을 설정하여 다른 조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

직이 정말로 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변화추진자

리더는 인사,자원,시설 등의 내부 환경의 변화를 발시켜 장차 비 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한 훌륭한 변화추진자가 되기 해서는,외

부 세계의 발 을 견하고,이들 발 이 조직에 던지는 시사 을 평가하고,

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비 이 요구하는 변화의 우선 순 를 만들어 내고,

부단한 실험정신을 조장하며,구성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필요한 변화를 이

룩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조직과 그 운 방식에 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모험정신을 고무시켜야 한다.

3) 변자

리더는 노련한 연설가, 심을 가진 경청자,비 의 구 자로서 조직과

비 에 해 최고의 옹호자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들과의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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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리더 자신과 리더의 비 은 가치 있고 매력 이

며 조직을 흥분시키는 미래를 표 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

야 한다.

4)코치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구축자로서 만이 아니라 열정 으로

비 을 생활화함으로써,리더는 비 의 실 을 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사람들에게 본보기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 모든 조직 구성원

들을 존 하고,신뢰를 구축하고,그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비 을 성취하기 해 그들의 능력을 지속 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으로써,구성원들의 성공을 해 헌신 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리더의 비 제시가 요시되는 리더십으로는 변 리더십 이론

을 들 수 있는데 변 리더십 이론은 Burns(1978)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

으며 그 후 Bass(1985)가 조직상황에 맞춰 구체화함으로써 리 알려지게 되

었다.

조직체란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몰입으로 변화에 응하면서 조직의 공

동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기체이다.이러한 조직의 공동 목표를 효과 으

로 달성하려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조가 매우 요하며,

개인과 집단의 조는 그들과 직 으로 상호 작용하는 상사의 역할 없이는

실 될 수 없다.상사는 조직을 변화시키기 해 부하들에게 비 을 제시해

으로써 그들의 능력에 한 신념을 강화시킨다(Nahavandi,2000).

상사와 정서 연 감이 형성된 구성원들은 공식 으로 부여받은 업무에

계없이 상사와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비공식 으로 재정립하게

되는 반면,정서 연 감을 갖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상사와 신뢰를 형성하

지 못하고,더욱이 상사가 부하들에게 감독자로서의 행동을 보이게 되므로

공식 역할 범 하에서의 계유지만 할 뿐 결속력이 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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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비 제시는 조직구성원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궁극 으로 조

직과 소속된 부서나 에 한 애정을 갖는 등 강한 정서 유 감을 형성시

키는 작용을 통해 감정 몰입을 유도하고 부서나 이 여러 일을 할 수 있

다는 권능감 그리고 다른 부서나 에 비해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유도하게 된다(조윤형․강 석․박순응,2008).

따라서 상사가 자신이 속한 구성원과 함께 성과를 높이기 해서

는 자신의 부하들을 가능한 한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서 연 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 하는 것이 상사의 비 제시이다

(Baum,Locke& Kirkpatrick,1998).상사의 비 제시는 부하들에게 집단정

체성을 높여주어 응집력을 강화하고 궁극 으로는 병원 내에서 시 지를 창

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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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설계 연구방법

1.연구모형과 가설

1)연구모형의 설계

본 장에서는 지 까지의 이론연구들과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일터학습이

병원성과, 신에 미치는 향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계에서 조직비 과

상사비 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일터학습이 병원의 성과

그리고 신에 하여 정 인 향력을 보이고,이 때 조직과 상사가 비

을 제시하게 되면 더욱 성과를 향상시키고 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밝히

고자 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설정을 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으며 이론연구 부분에

서 제시된 일터학습을 독립변수로 이용하 는데 공식 일터학습과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구성하 다.병원성과는 종속변수로 이용하 는데 인지된 병원

성과,병원 신으로 구성하 다. 한 조직비 ,상사비 을 조 변수로 설정

하 다.

그리고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연령,근속년수,결혼유무,학력,직원수,

병상수,직무,직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토 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모형설정에 이용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본 연구의 2장 문헌연구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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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모형

2)연구문제 가설

기존의 연구들과 이미 제시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차원에

서 가설을 설정하 는데 주효과(main effect)가설과 조 효과(moderating

effect)가설이다.먼 주효과 가설은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

그리고 조직비 과 상사비 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이며,조 효과 가

설은 조직비 ,상사비 이 높은 경우에 일터학습이 병원성과를 더욱 증가시

킨다는 것이다.

(1)주효과 가설

가설 1.일터학습은 병원성과에 정 인 향력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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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조직비 과 상사비 은 병원성과에 정 인 향력을 보일 것이

다.

가설 2-1.조직비 은 병원성과에 정 인 향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상사비 은 병원성과에 정 인 향력을 보일 것이다.

(2)조 효과 가설

가설 3.조직비 과 상사비 은 일터학습과 병원성과와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3-1.조직비 수 이 높은 경우에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정 인 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설 3-1.상사비 수 이 높은 경우에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정 인 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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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1)일터학습

일터학습은 일터인 조직에서 구조화되고 제도 으로 지원을 받는 학습으

로 지식 기술 습득의 요한 수단이다.일터학습은 일터환경이나 맥락 하

에서 일상 인 일 련 실천 활동과 일터에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의 향을

받는 학습을 의미한다.일터학습은 공식 일터학습과 비공식 일터학습으

로 나뉘는데 두 가지 학습 형태는 학습 내용의 달이나 습득의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표 3-1>일터학습 설문항목

항 목

공식

일터학습

A01.우리 병원은 나에게 경력 업무개발을 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A02.우리 병원은 나에게 업무 장에서 상사/동료로부터
기술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03.우리 병원은 나에게 역량강화/업무능력 향상을 한
공식 인 집합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04.우리 병원은 나에게 온라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A05.우리 병원은 나에게 학원 는 교육기 ( 학 or 학
원)의 등록 을 지원한다.

비공식

일터학습

A06.나는 업무문제 해결을 해 상사,동료들과 의견을
자주 교환한다.

A07.나는 새롭고 도 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
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기 해 그들을 주의깊게
찰한다.

A08.나는 새롭고 도 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처하 는지를 되돌아본다.

A09.나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인터넷,책 련 문헌
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A10.나는 병원 외부의 문가 는 지인들로부터 폭넓은
지식과 의견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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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일터학습은 개인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기 해 계획되고

설계된 교육훈련으로 개인들에게 보다 이론 이고 형식 인 지식을 달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비공식 일터학습은 개인의 일터에서 직

면하는 경험들에 의해를 부여하는 과정이나 결과로써 일어나는 학습으로 상

사나 동료 는 련문헌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일터학습

의 측정은 Choi(2009)가 제시한 설문항목을 활용하 다.공식 일터학습과

비공식 일터학습을 측정하 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공식 일

터학습 5개 문항,비공식 일터학습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2)병원성과

병원성과는 병원에서의 성과는 병원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병원이 지니

고 있는 존속,순응,유지,성장 그리고 신의 의미를 갖는다.병원성과는 인

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으로 구분하 다.먼 인지된 병원성과는 실제 재

무 성과가 아니고 자신들의 병원성과가 어느정도 된다라고 인지하는 성과

이다.

인지된 병원성과의 측정은 VandeVen& Ferry(1980)의 설문항목을 기

로 하여 고객,서비스,수익률,생산성,서비스 소요시간,순이익 등에 있어

서 인지된 정도로 측정하 는데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설문항목을 활용하

고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병원 신은 임 철․윤정구(1999)의 개념과 측정문항을 기반으로 하여

신 행 의 두 가지 목표 개인수 의 신성향을 활용하 다.병원 신

은 조직구성원들이 병원이 추구하는 신에 조직구성원들이 신활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을 제안하기 해서 노력하고

이를 실천하기 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등 신 로세스에 참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측정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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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병원성과 설문항목

항 목

인지된

병원성과

B01.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 수 은 높은 편이다.

B02.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평건수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B03.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 높은
경쟁 우 가 있다.

B04.우리 병원의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다.

B05.우리 병원 직원들의 생산성은 좋아지고 있다.

B06.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 소요 시간은 고객들이 기 를
충족 시킨다.

B07.우리 병원의 순이익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B08.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원 신 B09.우리 병원 직원들은 업무 개선을 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B10.우리 병원 직원들은 시키기 까지는 스스로 나서서 개선
하지 않는 편이다.(reverse)

B11.우리 병원 직원들은 업무개선을 한 문제 과 개선방법
을 자주 토론한다.

B12.우리 병원 직원들은 항상 새롭고 개선된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B13.우리 병원 직원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하는 편이다.

3)조직비 ,상사비

조직비 은 조직이 공유하는 미래상,즉 비 이 략 인 측면에서 어떻

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의 미래상이 얼마나 정 인

가 하는 것이다.조직비 은 조직의 미래상에 한 정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략 변화방향의 의미도 지닌다. 한 조직 변화방향에 한 정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략 으로 추구해야할 미래상에 한 가능성을

평가이다.조직비 의 측정은 Larwood,Fabe,Kriger& Advisor(1995)의 15

가지 비 문항(visionstatement) 에서 병원상황에 합한 6가지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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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측정하 다.

상사비 은 상사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성취 성공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성공과 성취의 상징으로 여겨

져 어떤 역경이 닥쳐도 리더의 능력과 단을 믿고 따르며 리더를 자랑스럽

게 생각하게 된다.미래에 해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직내 개인의

잠재 인 성장동기를 유발키는 것을 말한다.상사비 의 측정은 Bycio,

Hackett& Allen(1995)의 역할모형(rolemodel)과 변 리더십 변수 에서

상사의 비 과 련된 항목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표 3-3>조직비 과 상사비 설문항목

항 목

조직비 C01.우리 병원은 기존에 없던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C02.우리 병원은 수년 내에 지 규모의 배 이상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C03.우리 병원은 수년 내에 동종업계에서 가장 고객 지향
인 회사가 될 것이다.

C04.우리 병원은 동종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로 성장
할 것이다.

C05.우리 병원의 고객으로부터의 이미지는 앞으로 계속 좋아
질 것이다.

C06.우리 병원은 나날이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사비 C07.나의 상사는 내 마음속에 성공과 성취의 상이다.

C08.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

C09.나의 상사와 인연을 맺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C10.나의 상사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모델 상이다.

C11.나의 상사는 나의 장래를 밝게 해 다.

C12.나의 상사는 나에게 목 의식을 심어 다.

C13.나의 상사는 우리가 력하면 할 수 있다는 비 으로
우리를 고무시킨다.

C14.나의 상사는 내가 무엇을 시해야하는 가를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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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방법과 표본구성

1)조사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 3-4>에 나타나 있다.먼 일터학습이 독립변수,병원성과가 종

속변수,조직비 과 상사비 이 조 변수로 이용되었으며,통제변수는 인구통

계 변수로서 성별,연령,근속년수,결혼유무,학력,직원수,병상수,직무,직

장 등을 이용하 다.일터학습은 공식 일터학습과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구분하 으며 병원성과는 인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으로 구분하 다.

설문의 각 항목에 하여는 주로 리커트 5 척도와 명목척도를 이용하

는데 ‘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 다’4 ,‘매우그

다’에 5 을 주었다.인구통계 변수는 명목척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표 3-4>설문의 구성

변수명 문항수 문항번호

일터학습 공식 일터학습 5 A01,A02,A03,A04,A05

비공식 일터학습 5 A06,A07,A08,A09,A10

병원성과 인지된 병원성과 5
B01,B02,B03,B04,B05,B06,

B07,B08

병원 신 5 B09,B10,B11,B12,B13

조직비 6 C01,C02,C03,C04,C05,C06,

상사비 8
C07,C08,C09,C10,C11,C12,

C13,C14

인구통계

변수

성별,연령,근속년수,

결혼유무,학력,

직원수,병상수,

직무,직장

9 각 1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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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하여 모형설정에 기본이 되는 기존의 유사연구

의 구성요소를 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는데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

정하여 구성하 다.설문항목에 있어서 문가의 검증을 통해 설문에 따르는

오차를 최 한 이려 노력했다.문장이 애매하거나 처음 보는 문항이라 생

소하여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질문 등을 수정하 으며,수정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이용하 다.

2)조사개요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주, 남권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하 으며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연구가설의 검증을 실시하 다.설문을 한

표본의 설정을 해 임의표본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 다.설문지의 수거

와 배포는 표본으로 설정된 15개의 병원을 직 방문하여 배포하고 수거하

다.

각 병원당 20-30부씩을 배포하 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총 400부가 배포되었으며,8개

의 병원에서 215부를 수거하 다(수거율:53.75%).사 에 허락을 받고 직

방문하여 수거하 기 때문에 반 조 넘게 수거하 다.수거된 설문지

많은 설문문항을 락하 거나 하나의 응답만을 계속 하는 등 무성의하다고

단된 12부(3.00%)를 제외한 203부(50.75%)를 본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 다.

설문에 응답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 분포는 <표 3-5>에서 부터 <표

3-13>에 제시되어 있다.우선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41명

(20.4%),여자가 160명(79.6%)로 여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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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성별 응답자 분포

성 별 빈 도 비 율 (%)

남성 41 20.4

여성 160 79.6

합 계 201 100.0

무응답:2

연령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20 가 52명(31.1%),30 가 47명

(28.1%),40 가 52명(31.1%),50 이상이 16명(1.5%)로 나타났다.응답자의

60% 정도가 2-30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평균 연

령은 36.3세이다.

<표 3-6>연령별 응답자 분포

연 령 빈 도 비 율 (%)

20 52 31.1

30 47 28.1

40 52 31.1

50 이상 16 9.6

합 계 167 100.0

무응답:36

근속년수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1년 이하가 75명(46.9%),2-5년이

72명(45.0%),6-10년이 10명(6.3%)로 나타났으며 11년 이상 3명(1.9%)로 나타

났다.응답자의 90% 정도가 근속년수 5년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근속년수는 2.7년으로 이를 통해 응답자들의 근속년수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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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근속년수별 응답자 분포

근속년수 빈 도 비 율 (%)

1년 이하 75 46.9

2-5년 72 45.0

6-10년 10 6.3

11년 이상 3 1.9

합 계 160 100.0

무응답:43

결혼유무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기혼이 119명(62.0%),미혼이 73명

(38.0%)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결혼유무별 응답자 분포

결혼유무 빈 도 비 율 (%)

기혼 119 62.0

미혼 73 38.0

합 계 192 100.0

무응답:11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고졸 47명(25.5%), 문 졸 91명

(49.5%)로 나타났으며 졸 43명(23.4%), 학원졸 이상 3명(1.6%)으로 나타

났다. 체 응답자의 25%가 졸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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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학력별 응답자 분포

학 력 빈 도 비 율 (%)

고졸 47 25.5

문 졸 91 49.5

졸 43 23.4

학원졸 이상 3 1.6

합 계 184 100.0

무응답:19

직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30명 이하 19명(14.6%),31-50명 55명(42.3%),

51-100명 24명(18.5%),101명 이상 32명(24.6%)로 나타나고 있다.75.4% 정도

의 응답자가 직원수 100명 이하의 비교 소규모의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직원수별 응답자 분포

직원수 빈 도 비 율 (%)

30명 이하 19 14.6

31-50명 55 42.3

51-100명 24 18.5

101명 이상 32 24.6

합 계 130 100.0

무응답:73

병상수별 분포를 살펴보면,50병상 이하 37명(24.7%),51-100병상 54명

(36.0%),101-200병상 5명(3.3%),201병상 이상 54명(36.0%)로 나타나고 있다.

64% 정도의 응답자가 병상수 200병상 이하의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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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병상수별 응답자 분포

병상수 빈 도 비 율 (%)

50병상 이하 37 24.7

51-100병상 54 36.0

101-200병상 5 3.3

201병상 이상 54 36.0

합 계 150 100.0

무응답:53

응답자의 직무별 분포를 살펴보면,행정직 17명(9.3%),간호직 107명

(58.5%),고객서비스 4명(2.2%),의사 2명(1.1%),의무지원/의료기사 35명

(19.1%),기타 18명(9.8%)로 나타나고 있다. 체 응답자의 60% 정도가 간호

직임을 알 수 있다.

<표 3-12>직무별 응답자 분포

직 무 빈 도 비 율 (%)

행정직 17 9.3

간호직 107 58.5

고객서비스 4 2.2

의사 2 1.1

의무지원/의료기사 35 19.1

기타 18 9.8

합 계 183 100.0

무응답:20

응답자의 직장별 분포를 살펴보면,일반 개인병원이 123명(68.3%),종합

병원 12명(6.7%)그 외 기타 병원들이 45명(25.0%)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일반 개인병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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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직장별 응답자 분포

직 장 빈 도 비 율 (%)

일반 개인병원 123 68.3

종합병원 12 6.7

기타 45 25.0

합 계 180 100.0

무응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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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실증분석 결과

1.기술통계,신뢰성 타당성

1)변수의 구성타당성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이 개념 으로 독립 인가(constructvalidity)

의 여부를 검증하기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1)각 변수들의 신뢰도

(reliability)측정을 해서 동일한 측정을 한 항목간의 평균 인 계에 근

거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검토를 해 크론바흐 알

(Cronbach'sα)계수를 구하 다.결과는 다음의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요인으로 묶어냄에 있어 정보의 손실을 최 한

이면서 많은 변수를 가능한 은 요인으로 이고,요인구성이 복잡하고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 의 해를 명확하게 하기 한 요인의

회 이 있게 되는 바 변수간의 상 계를 0으로 가정하여 직각회

(orthogonalrotation)방법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으며,요인

재치(factorloading)값은 0.4이상인 값을 기 으로 하 다.신뢰성을 검증

하기 하여 Cronbach'α값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α계수가 .6이

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채서일,1997).

1)요인분석시 고려해야할 은 ① 공분산행렬에 의한 분석인가 혹은 상 행렬에 의한 분

석인가 ② 기요인의 추출 ③ 분석결과의 해석(요인 재치,고유값,요인행태행렬,공

통성의 크기,요인의 이름)④ 요인값의 활용 ⑤ 신뢰성 검토 등으로 요인의 회 은 요

인의 복잡성(complexity),요인의 양극화(bipolarity)등으로 인하여 요인의 행태행렬이

단순성(simplicity)을 상실했을 때 회 을 고려해야 한다(성삼경․최종후․이재창,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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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변수들의 요인분석과 신뢰계수(Cronbach'sα)

구 분
요인1
상사비

요인2
인지된
병원성과

요인3
조직비

요인4
공식
일터학습

요인5
비공식
일터학습

요인6
병원 신

A01 .257 .054 .144 .725 -.030 .290

A02 .216 .077 .124 .654 .085 .387

A03 .038 .155 .258 .770 .071 .283

A04 .165 -.010 .284 .682 .120 .149

A05 .255 .092 .111 .713 .083 -.140

A06 .237 .160 .230 .463 .481 -.094

A07 .197 .106 .097 .268 .677 .105

A08 .016 .142 .077 .022 .729 .121

A09 .140 .065 .108 -.234 .709 -.022

A10 .123 .109 .091 .218 .689 .066

B01 .097 .602 .195 .089 .130 .216

B02 .168 .505 .286 .141 .172 -.064

B03 .065 .715 .257 .051 .070 .021

B04 -.012 .805 .010 -.074 -.054 .101

B05 .106 .709 .097 .192 .118 .033

B06 .145 .584 .049 .076 .290 .113

B07 .001 .824 -.015 .045 .042 .091

B08 .019 .773 .050 -.038 .036 .201

B09 .033 .345 .133 .122 .099 .421

B10 .020 .050 .023 .107 .170 .490

B11 .069 .118 .196 .141 -.070 .776

B12 .050 .198 .165 .099 -.014 .818

B13 .084 .327 .198 .130 .397 .451

C01 .286 .100 .509 .378 .173 .175

C02 .268 .111 .791 .254 .043 .089

C03 .179 .187 .787 .217 .151 .129

C04 .233 .149 .834 .207 .075 .113

C05 .271 .138 .806 .072 .085 .161

C06 .280 .199 .731 .124 .217 .224

C07 .741 .061 .150 .291 .060 -.018

C08 .818 -.028 .100 .025 -.020 .144

C09 .867 .053 .136 .042 .155 .021

C10 .898 .049 .157 .170 .083 .008

C11 .874 .109 .207 .174 .072 -.007

C12 .832 .039 .268 .171 .137 .085

C13 .524 .255 .293 .205 .174 .048

C14 .798 .175 .211 .131 .205 .081

Cron-
bachα

.935 .866 .919 .858 .744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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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11.87 32.07 32.07 11.87 32.07 32.07 5.96 16.11 16.11

2 4.05 10.94 43.01 4.05 10.94 43.01 4.55 12.30 28.41

3 2.65 7.17 50.18 2.65 7.17 50.18 4.31 11.66 40.07

4 2.01 5.43 55.61 2.01 5.43 55.61 3.62 9.78 49.85

5 1.79 4.85 60.46 1.79 4.85 60.46 2.84 7.67 57.51

6 1.50 4.06 64.52 1.50 4.06 64.52 2.59 7.01 64.52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수들인 6개의 요인

으로 묶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터학습은 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구분되었으며,비 의 경우는 조직비 과 상사비 으로 구분되었다. 한 성

과인 인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으로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다만 일터학습의 하나의 설문항목이 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에 교차

로 .4이상의 재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항목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비공식 일터학습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추후 분석에 있어서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분류하여 활용하 다.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인 6개의 변수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값 비

율(%)도 64.20%를 보이고 있다.각 변수별 설문항목의 재치 역시 .4이상

의 값을 보이고 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α값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7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설문항목들이 내 일 성 정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의 구성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에 의해 채택한 문항을 기 로 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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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는데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먼 일터학습 체는 2.913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세부 으로 살펴보면

공식 일터학습(2.532)에 비해 비공식 일터학습(3.295)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이를 통해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된 조직구성원들은 일터에서의 학습

이 공식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사,동료로 부터의 조언,

련문헌 등의 활용, 찰 등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병원이라는 일터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식 훈련과정

을 통한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 보다는 상사나 동료의 노하우 차원에서 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추후 병원에서 공식 학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단된다.

다음으로 병원성과에 있어서는 인지된 병원성과(3.511)와 병원 신(3.434)

의 수 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조직비

과 상사비 을 살펴보면 조직비 (3.376)이 상사비 (3.16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 편차

일터학습
공식 일터학습 2.532 .816

비공식 일터학습 3.295 .635

일터학습 체 2.913 .590

병원성과 인지된 병원성과 3.511 .623

병원 신 3.434 .635

조직비 3.376 .783

상사비 3.168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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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수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 계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먼 일터학습과 병원성과와의 계를 살펴보면 일터학습 체는 인지된 병

원성과(r=.352,p<.001),병원 신(r=.434,p<.001)과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만 병원 신과 좀 더 높은 상 계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으로 공식 일터학습과 비공식 일터학습과 병원성과와의 계

에 있어서 공식 일터학습은 인지된 병원성과(r=.237,p<.001),병원 신

(r=.408,p<.001)과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비공식 일

터학습도 인지된 병원성과(r=.349,p<.001),병원 신(r=.281,p<.001)과 유의

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공식 일터학습은

병원 신과 비공식 일터학습은 인지된 병원성과와 좀 더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변수들의 상 계

구 분 1 2 3 4 5 6

1.인지된 병원성과
1.000

　 　 　 　 　

2.병원 신
.475

***

1.000
　 　 　 　

3.조직비
.394

***

.465

***

1.000
　 　 　

4.상사비
.270

***

.263

***

.545

***

1.000
　 　

5.공식 일터학습
.237

***

.408

***

.508

***

.443

***

1.000
　

6.비공식 일터학습
.349

***

.281

***

.395

***

.399

***

.311

***

1.000

7.일터학습 체
.352

***

.434

***

.564

***

.521

***

.859

***

.754

***

주)*:p<.05,**:p<.01,***:p<.001,2-taile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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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비 ,상사비 과 병원 신과의 계를 살펴보면 조직비 은 인지된

병원성과(r=.394,p<.001),병원 신(r=.465,p<.001)와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사비 역시 인지된 병원성과(r=.270,p<.001),병원

신(r=.263,p<.001)과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조직비 은 인지된 병원성과 보다 병원 신과 좀 더 높은 상 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터학습과 조직비 ,상사비 과의 계를 살펴보면 일터학

습 체는 조직비 (r=.564,p<.001),상사비 (r=.521,p<.001)과 유의미한 정

(+)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으로 공식 일터학습은 조

직비 (r=.508,p<.001),상사비 (r=.443,p<.001),비공식 일터학습도 조직

비 (r=.395,p<.001),상사비 (r=.399,p<.001)와 유의미한 정(+)의 상 계

를 보이고 있었다.공식 일터학습의 경우는 상사비 보다는 조직비 과

좀 더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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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가설의 검증

1)주효과 가설검증

(1)일터학습과 병원성과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주효과 가설의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먼 인구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병원성과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인구통계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해

더미(dummy)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종속변수인 병원성과는 인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으로 나 었으며 독립변수인 일터학습은 일터학습 체

의 향력 뿐만 아니라 공식 일터학습,비공식 일터학습으로 나 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 화된(standardized)회귀

계수를 제시하 다.

먼 일터학습 체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일터학습

체는 인지된 병원성과에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beta=.387,p<.001). 한 병원 신에도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

이고 있었다(beta=.518,p<.001).세부 으로 살펴보면 공식 일터학습과 비

공식 일터학습 모두 인지된 병원성과에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0,p<.05;beta=.235,p<.05). 한 병원 신에도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31, p<.01;

beta=.289,p<.01).

이를 통해 봤을 때 일터학습이 공식 ,비공식 계없이 병원에서 일터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직구성원들은 병원성과가 향상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병원의 성과와 신을 해서는 일터학습이 요

한 요소라는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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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병원성과

인지된 병원성과 병원 신

M1 M2 M3 M4 M5 M6

통제변수

성별 -.043 .030 .033 -.112 -.014 -.012

연령 -.172 -.123 -.126 .028 .093 .091

근속년수 .104 .031 .033 -.129 -.228 -.227*

결혼유무 .028 .051 .052 -.141 -.110 -.109

학력 -.074 -.011 -.018 -.215 -.132 -.137

종업원수 -.335 -.289 -.285 .122 .186 .189

병상수 .414 .332 .327 -.124 -.235 -.239

직무 -.233 -.073 -.070 .012 .226 .228

직장 .155 .139 .139 .054 .032 .032

이론변수

일터학습 체 .387*** .518***

공식

일터학습
.230* .331**

비공식

일터학습
.235* .289**

R
2

.097 .220 .222 .118 .338 .339

F-Value .939 2.171* 1.970* 1.177 3.930*** 3.543***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종업원수,병상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결혼유무:기혼 1

미혼 0,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직무:간호직 1행정직/의사 등 0,직장:

일반개인병원 1종합/ 학병원 등 0)

(2)조직비 ,상사비 과 병원성과

조직비 과 상사비 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주효과 가설의 검증을 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먼 병

원성과 인지된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조직비 (beta=.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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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이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상사

지원은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beta=.053,n.s).한편 병원

신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도 조직비 (beta=.497,p<.001)이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사지원은 유의미한 향

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beta=-.047,n.s).이를 토 로 봤을 때 병원이 비

을 제시하는 것이 병원의 성과의 향상에 정 인 향력을 다는 을

알 수 있다.

<표 4-5>조직비 ,상사비 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병원성과

인지된 병원성과 병원 신

통제변수

성별 -.025 -.107

연령 -.108 .103

근속년수 .034 -.202

결혼유무 .009 -.171

학력 .039 -.097

종업원수 -.267 .183

병상수 .329 -.215

직무 -.063 .207

직장 .092 -.031

이론변수

조직비 .376** .497***

상사비 .053 -.047

R
2

.220 .287

F-Value 1.969* 2.824**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종업원수,병상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결혼유무:기혼 1

미혼 0,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직무:간호직 1행정직/의사 등 0,직장:

일반개인병원 1종합/ 학병원 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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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효과 가설검증

조 효과 가설의 검증을 해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일터학습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조직비 ,상사지원을 조 변수로 설정하 으며 병원

성과인 인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을 종속변수로 활용하 다.분석 결과는

<표 4-6>과 <표 4-7>에 제시하 다.일터학습은 일터학습 체와 공식 ,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조 효과 검증을 해 3단계의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는데2)먼 1

단계로 인구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3).2단계

로 1단계 회귀식에 추가로 일터학습,조직비 ,상사비 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3단계로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2단계의 변수들

에 상호작용(interaction)효과의 변수 ‘일터학습×조직비 ,일터학습×상사비

’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는데 조 변수 설정에 있어서 센터링 방식을

활용하 다.상호작용항을 센터링한 이유는 상호작용 변수를 ‘독립변수×조

변수’로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이다.

일터학습 체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비 ,상사비 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4-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된 병원성과에

일터학습 체가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비 ,상사비 의 조 효과는 나

타나지 않고 있다(beta=.054,n.s;beta=.093=n.s).

반면에 병원 신에 일터학습이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비 과 상사비

의 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비 이 높은 경우에 일터학습 체가

클수록 더욱 병원 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ta=.293,p<.10).

2)다 공선성과 련하여 분산확 인자(VIF:VarianceInflationFactor)를 확인해 본 결

과 이군희(2004)가 다 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기 값으로 제시한 5를 넘는 것

은 없었다.

3)<표 4-6>과 <표 4-7>모두 1단계 분석은 이 에 표로 제시하 기 때문에 생략하고 2

단계와 3단계 결과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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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비 역시 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사비 이 높은 경우에 일터학

습 체가 클수록 병원 신은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beta=-.326,p<.01).

<표 4-6>일터학습 체가 인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에 미치는 향:

조직비 과 상사비 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병원성과

인지된 병원성과 병원 신

통제변수

성별 .014 .013 -.044 -.040

연령 -.100 -.089 .116 .097

근속년수 .017 -.005 -.232* -.178

결혼유무 .031 .034 -.134 -.140

학력 .036 .049 -.104 -.117

종업원수 -.272 -.272 .180 .195

병상수 .311 .291 -.248 -.234

직무 -.018 .006 .279† .258†

직장 .100 .087 -.017 .011

이론변수

일터학습 체 .252† .165 .419*** .467**

조직비 .260† .272† .304* .293*

상사비 -.007 -.030 -.144 -.175

상호작용

일터학습 체 ×

조직비
.054 .293†

일터학습 체 ×

상사비
.093 -.326†

R
2

.253 .262 .383 .408

F-Value 2.122* 1.845* 3.875*** 3.596***

주1)†:p<.10,*: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종업원수,병상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결혼유무:기혼 1

미혼 0,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직무:간호직 1행정직/의사 등 0,직장:

일반개인병원 1종합/ 학병원 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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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직비 을 명확하게 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을 경

우에 일터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병원의 성과에 한 인식을 높이기 어렵

지만 병원의 신은 더욱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다만 상사

의 비 이 높을 경우에는 일터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병원 신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사의 비 제시가 병원의 직원들에게 오히려 스트 스로

다가와 일터학습이 오히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가 하여 신에 방

해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상사의 비 제시로 인하여 높은 목표가 설정될 경우에는 일터학습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배태되어 업무수행을 넘어서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는 등의 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

직비 ,상사비 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4-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된 병원성과에 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이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

비 ,상사비 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반면에 병원 신에 공식

일터학습이 미치는 향에 있어서 상사비 의 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beta=-.333,p<.10)상사비 이 높은 경우에 공식 일터학습이 이루어질 경

우 병원 신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일터학습 체의 결과와도 동일한데 결국 공식 일

터학습은 일터학습의 정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상사가 비 을 제시하여

병원직원들 스스로 상사로 인하여 높은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단할 경우에

자신의 업무수행에만 을 두고 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신

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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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이 인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에

미치는 향:조직비 과 상사비 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병원성과

인지된 병원성과 병원 신

통제변수

성별 .017 -.002 -.042 -.033

연령 -.102 -.108 .115 .096

근속년수 .018 .003 -.231* -.146

결혼유무 .032 .041 -.134 -.128

학력 .030 .038 -.107 -.105

종업원수 -.268 -.271 .182 .235

병상수 .306 .319 -.251 -.274

직무 -.016 -.037 .280† .248

직장 .100 .080 -.017 -.006

이론변수

공식 일터학습 .142 .107 .274* .342**

비공식 일터학습 .163 .071 .227* .216

조직비 .257† .261† .302* .321*

상사비 -.003 -.003 -.142 -.175

상호작용

공식 일터학습 ×

조직비
-.053 .144

공식 일터학습 ×

상사비
.096 -.333†

비공식 일터학습 ×

조직비
.168 .140

비공식 일터학습 ×

상사비
-.058 -.010

R
2

.255 .267 .383 .417

F-Value 1.948* 1.497 3.535*** 2.946***

주1)†:p<.10,*: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종업원수,병상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결혼유무:기혼 1

미혼 0,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직무:간호직 1행정직/의사 등 0,직장:

일반개인병원 1종합/ 학병원 등 0)



-49-

3)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주효과 가설과 조 효과 가설로 구분된다.주효과

가설은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과 조직비 과 상사비 이 병원

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한 가설이다.조 효과 가설은 조직비 과 상사비

이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이들 사이의 계를 조

한다는 것에 한 가설이다.

이를 토 로 하여 주효과 가설인 가설 1은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정

향력을 보일 것으로 측하 고 가설 2-1과 2-2는 조직비 ,상사비

이 병원성과에 정 향력을 보일 것으로 측하 다.조 효과 가설인

가설 3-1과 3-2는 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비 ,

상사비 이 이들 사이의 계를 조 할 것으로 측하 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설 1을 검증하기 한 실증분

석 결과 일터학습 체 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은 병원성과

인 인지된 병원성과,병원 신 모두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2-1과 2-2를 검증하기 한 실증분석 결과 조직비 은 병

원성과로 설정된 인지된 병원성과와 병원 신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상사비 은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고 있으며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1과 3-2를 검증하기 한 실증분석 결과 일터학습

체가 병원 신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비 ,상사비 의 조 효과가 나

타나고 있었다.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있어

서는 공식 일터학습과 병원 신과의 계에 있어서 상사비 의 조 효과만

이 나타나고 있었다.다만 정 효과를 측하 지만 상사비 의 경우는

조 효과에서 부정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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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으로 봤을 때 가설 3-1은 부분 으로 지지되는 결과를 보이는 반

면에 가설 3-2는 지지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조직비 이 높

은 경우에 일터학습이 병원성과,특히 병원 신에 정 인 효과가 더욱 커

질 것이라는 에 있어서는 일부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상사비 의

경우는 부정 인 효과 즉,오히려 병원 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으로 이러한 결과에 한 해석과 논의는 연구의 요약부분에서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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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1.연구의 요약 의의

1)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일터학습이 병원의 성과에 어떠한 향력을 보이는 지를 살펴

보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조직비 ,상사비 이 이들 사이

의 향력에 있어서 조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 다.즉,조직에서 일터학

습이 활성화가 되면 병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신이 가능하도록 하

는 요한 핵심 요소이며 이때 조직 내에서 비 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한 상사가 조직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비 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병원성과

의 향상과 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이를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

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일터학습은 병원성과에 정 인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일터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병원의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터학습을 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에서

도 공식 ,비공식 일터 학습 모두 병원성과에 정 인 향력을 보이고

있어 공식 이던 비공식 이던 일터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에 병원의 성

과 그리고 신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조직비 과 상사비 의 경우에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조직비 이 병원성과에 정 인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상

사비 의 향력을 나타나지 않았다.이를 통해 봤을 때 조직 즉,병원에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비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이

인지,공유할 경우에는 병원성과에 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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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사비 이 병원성과에 유의미한 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상사비 제시가 성과에 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

다.상사비 의 정 향력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 진 바 로 병원

의 조직구성원들에게 상사가 조직 내에서 보여주는 성공 모델을 통하여 조

직구성원들로 하여 성공과 성취를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

된 병원들의 경우에는 부분이 개인병원의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병원에서

상사의 비 제시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미래에 한 꿈과 희망,잠재 인 성장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 의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셋째,일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조직비 ,상사비

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일터학습 체로 봤을 때 조직비 이 높은 경

우에 일터학습 체가 클수록 더욱 병원 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상사비

이 높은 경우에 일터학습 체가 클수록 병원 신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터학습을 공식 ,비공식 일터학습으로 나 어 조 효과를 살

펴본 결과에서도 상사비 이 높은 경우에 공식 일터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병원 신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터학습이 병원 신에 정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상

사가 비 을 제시하여 병원의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상사가 무 높은 목표

를 설정하 다고 인식하여 재 업무수행에만 을 두어 상유지를 지향

하므로 기존 업무 행을 넘어서는 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즉,조직의 비 은 조직의 공유가치 미래상을 통한 조직의 발 상으로

정 인 조직비 의 평가는 조직내의 개인의 가치,경력목표,그리고 개인이

추구하는 비 의 합성을 평가 할 수 있게 하여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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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추구하는 경력목표와 일치하도록 하여 일터학습과의 련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상사비 의 경우는 학습을 통한 성장의 이 결국 자신의 업

무 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강하므로 조직이 추구하는 신에

있어서는 비 의 달성목표가 이상 일수록 실과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구성원들이 상사비 을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

어서서 목표달성을 한 신으로 이어지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

야 한다.개인병원에서는 조직구성원들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서 상사들이 비 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조직자체 보다는 작은 편이며

설사 비 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

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을 반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연구의 의의

일터학습이 성과에 정 인 향력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

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그러나 신과의 련성을 살펴본 것을 거의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터학습을 진할 수 있는 요소에 있어서

비 의 의미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는 부족하 다.본 연구는 병원이 처한

환경이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 에서 병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병원의

신을 이루기 해서는 병원에서 일터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밝혔다

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조직비 과 상사비 의 제시가

일터학습이 성과로 이어지는데 요한 상황 요소로서 비 제시의 요성을

살펴봤다는 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일터학습이 병원에서 활성화 될 경우에 병원의 성

과와 성공 인 신이 가능하다는 을 밝혔으며 많은 병원들이 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터에서의

학습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근거를 마련

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한편,비 은 조직미래상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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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략 변화방향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비록 일

터학습이 병원성과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비 의 역할이 모두 유의미하지

는 못하지만 병원의 성과와 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요한 요소이며 더불어

일터학습을 통한 신에 있어서 조직비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는 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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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며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

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이 있다.첫째,본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된 병원이

15개의 병원인데 일반 개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 학병원의 숫자가 무

은 계로 실증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은 수의 표본에 의한 분석 결과는 결과해석에 있어 표본에 의한 편향

(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병

원과 병원의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특히 종합병원/ 학병원의 숫자를 늘려 병원의 종류별로 일터학

습과 병원성과와의 차이,그리고 조직비 과 상사비 의 효과에 한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 간호직의 숫자가 상 으로 의사,의료기사에 비

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의사들과 의료기사들의 숫자를 폭 으

로 늘려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는 실험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설문지법에 의한 가설 검증

의 한계가 있는데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동일방법 편의

를 해결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변수의 측정방법과 응답원을 달리하

는 것인데(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2007)자기보고와 동료보고의 병

행 등 응답의 원천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 을 극복하고 연구의 일

반화와 더불어 설문항목의 조정 정교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외부 인터뷰 등 질 인 측면에서 연

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 양 인 방법과 질 인 방법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고 본다.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문제 과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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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 우

아니다 ←→ 그 다

1 2 3 4 5

A01.우리 병원은 나에게 경력 업무개발을 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A02.우리 병원은 나에게 업무 장에서 상사/동료로부터

기술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03.우리 병원은 나에게 역량강화/업무능력 향상을

한 공식 인 집합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04.우리 병원은 나에게 온라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한다.

A05.우리 병원은 나에게 학원 는 교육기 ( 학 or

학원)의 등록 을 지원한다.

A06.나는 업무문제 해결을 해 상사,동료들과 의견을

자주 교환한다.

A07.나는 새롭고 도 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의 문제해결 방식을 배우기 해 그들을

주 깊게 찰한다.

A08.나는 새롭고 도 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처하 는지를 되돌아본다.

A09.나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인터넷,책 련

문헌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A10.나는 병원 외부의 문가 는 지인들로부터 폭

넓은 지식과 의견을 습득한다.

B01.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 수 은 높은

편이다.

B02.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평건수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B03.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

높은 경쟁우 가 있다.

B04.우리 병원의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다.

B05.우리 병원 직원들의 생산성은 좋아지고 있다.

B06.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 소요 시간은 고객들이

기 를 충족시킨다.

B07.우리 병원의 순이익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B08.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B09.우리 병원 직원들은 업무 개선을 해서 꽤 노력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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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 우

아니다 ←→ 그 다

1 2 3 4 5

B10.우리 병원 직원들은 시키기 까지는 스스로 나서

서 개선하지 않는 편이다.

B11.우리 병원 직원들은 업무개선을 한 문제 과

개선 방법을 자주 토론한다.

B12.우리 병원 직원들은 항상 새롭고 개선된 방법으로

일을 하려 고 노력한다.

B13.우리 병원 직원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문제

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편이다.

C01.우리 병원은 기존에 없던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C02.우리 병원은 수년 내에 지 규모의 배 이상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C03.우리 병원은 수년 내에 동종업계에서 가장 고객

지향 인 회사가 될 것이다.

C04.우리 병원은 동종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C05.우리 병원의 고객으로부터의 이미지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C06.우리 병원은 나날이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C07.나의 상사는 내 마음속에 성공과 성취의 상이다.

C08.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

C09.나의 상사와 연을 맺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C10.나의 상사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모델 상이다.

C11.나의 상사는 나의 장래를 밝게 해 다.

C12.나의 상사는 나에게 목 의식을 심어 다.

C13.나의 상사는 우리가 력하면 할 수 있다는 비

으로 우리를 고무시킨다.

C14.나의 상사는 내가 무엇을 요시 해야하는 가를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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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설문 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한 사항입니

다.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① 남( ) ② 여( )

부서

① 행정직( )

② 간호직( )

③ 고객서비스 부서( )

④ 의사( )

⑤ 의무지원/의료기사( )

⑥ 기타 ( )

연 령 ( )세

근속

년수
( )년

결혼

유무
① 기혼( )② 미혼( )

지역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

② 주, 남권( )

③ 그 외 지역( )

최종

학력

① 고졸( )

② 문 졸( )

③ 졸( )

④ 학원졸 이상( )

직장

① 의원( )

② 일반 개인병원( )

③ 종합병원( )

④ 학병원( )

⑤ 기타( )

직원수 ( )명

병상수 (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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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TheEffectsofWorkplaceLearningon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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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한 의 작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 학교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 작물의 DB구축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한

작물의 복제,기억 장치에의 장, 송 등을 허락함

2. 의 목 을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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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선 학교는 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하여 일체의 법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 학의 정기 에 작물의 제공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작물의 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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