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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o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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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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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 wastoidentify thefactorsanddegreesofjobstressof
hospitalemployees,and analysed how job stress influences on their
intention to leave.For the purposes,this study used a convenient
samplingmethodtosampleatotalof815employeesfrom threehospitals
inGwangjuCityandtwoinJeollanamdo.Weinterviewedthem usinga
short-answer type questionnaire from July 19 to July 25,2007 and
obtainedanswersfrom 732(89.8%),717ofwhichwereusedforthefinal
analysisexcept15whoseanswerswerenotsincere.Using Frequency
Analysis,ReliabilityAnalysis,t-test,F-test(ANOVA),PearsonCorrelation
Analysisandfactor-hierarchicalmulti-regressionanalysis,wesummarized
theresults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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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conditions of job stress included absence of information on
promotion(3.35)andcontradictionoftaskstobetakencareofinquality
andquantity(3.07).Inrespecttofactorsofroleoverloads,3.11answered
thattherewasnorecognitiononnocommunicationbetweenemployers
and employeesand 2.86answered thatworking timeincreased dueto
excessivetasks.Inrespecttopersonalrelations,3.09answeredthatthey
hadjobstresswhentheyhadtomakeadecisionthatmightinfluenceon
lifeofpeoplearoundand2.71answeredthattheydidn'tthinktheyhad
stress by decision and determination of immediate superiors that
influencedthemselves.
To look atthehierarchicalmulti-regression analysison intention to

leave,theinfluenceontheintentionincreasedsignificantlyforthesubjects
with collegedegree(p=0.023)anduniversitydegree(p=0.001),formarried
employees(p=0.001)andastheircareerwaslonger(p=0.009).However,
theintentionoftheemployeeswhosepaywasmorethan2millionwon
wassignificantly low(p=0.038).Ofjob stressfactors,asroleconditions
and role overloads increased,intention to leave increased significantly
(p<0.01).
Inconclusion,asjobstressinfluencesonintentiontoleaveofhospital

employees,weneedproperjobstresstodecreasetheirleaving.

KKKeeeyyywwwooorrrdddsss:::jjjooobbbssstttrrreeessssss,,,iiinnnttteeennntttiiiooonnntttooollleeeaaavvveee,,,hhhooossspppiiitttaaalllssseeemmmpppllloooyyyeeeeee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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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병원은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서비스가 지배적이고,기술 집약성이 높은
전문 인력을 보유한 매우 복잡한 조직으로,의사,약사 및 약무직,간호사,의
료기사직,사무직,관리직 등의 직종으로 구분 되어 있다(엄승섭 1994).
병원 종사자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의료와 행정의 이원적 구조로 인한 갈등요인이 많으며,대형 병원으로
의 환자집중 현상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영기법,의료기관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은 집단임을 시사해 주
고 있다(고종욱 등,1996).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에서 병원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인력관리에 있어서도 타 기업체에 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거나,있다 하더라도 운영주체의 의도
에 의한 일방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낙후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상 조직 내 인간적 변수에 대해서 매우 등한시 되고 있다.
병원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병원

간 경쟁의 심화와 사회 변화의 요인에 따른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노동력
의 자유로운 이동,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여건 변화와 내부적으로는 조직
의 특성상 승진정체의 심화,정보화로 인한 직무환경의 변화,조직의 분권화
와 개인의 자기권리 강화 주장 등을 들 수 있다(김흥국,2000).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그 동안 외부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병원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도 영향을 미쳐 육체적으로는 노동 강도가 증가
하고,심리적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결국 이직의도가 유발되어 근
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들의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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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그러나 직무스트레스가 과도해
지면 신경이 예민해 지고 조직구성원들의 걱정과 불안,초조,긴장을 야기하
여 직무에 대한 무관심,체념,의사결정 능력 감소,창의력 상실,조직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함으로써 조직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한다
고 하였다(박병종,2001).이는 점차 이직의도가 증가하여 이직률이 높아져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므로 병원 경영악화는 물론 고용불안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직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Ajzen과 Fishbein(1980)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인지-태도-행동의도-행동 간의 관계를 모형화하여 정의하였으며,이직
의도에서 행동으로 변화하면 이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특정 조직에 있어
서의 이동은 다시 조직내부에서의 이동과 조직 내부에서 외부로,조직 외부
에서 내부로의 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조직 내부에서의 이동은 배치전환,직
무순환 등으로 불러지고,외부에서 내부로의 이동은 입직(accession),내부에
서 외부로의 이동은 이직(separation)으로 지칭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Mobley(1978)는 실제적인 이직행위가 발생하기까지의 심

리적 의사결정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즉,이직의도가 유발되면 생각을 자극하
여 다시 탐색행위의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직무탐색,대안의 평가,이직의도,
이직행위의 순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이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이직의도를 고려하였는

데 이러한 이직의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만족,현재 직무에 대한 유인과
기대효용,대안적 직무나 역할에 대한 유인과 기대효용 등 세 가지로 설정하
였다(김태수,2005).일반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을 각자 그 직무에 맞는 전문
적인 훈련을 받은 개인들이 유기적인 팀을 이루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구성된 다원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라 볼 수 있다.즉 병원은 다양한 직
종이 활동하는 노동 집약적인 조직이고 여러 전문적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
는 조직체이다.이는 인적자원의 확보 및 유지가 병원경쟁력의 중요한 요인
이 되고 있다(선덕남,1998).
이처럼 직무와 조직으로부터의 새로운 요구에 대하여 끊임없이 적응하고

수정하려는 조직원들이 동기화 되고 합의된 노력이 없다면 그 조직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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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한 수준의 수행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오석홍,1991).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다양한 역할담당과 전문직으로서의 성장
단계를 거치지 못한 채 이직을 계속하는 추세이다(신유근,198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병원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의 유형과 수준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 결국 이직으로 이어
지는가를 분석하여 병원종사자들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안정성
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여 효
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므로,병원경영에 도움을 주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정된 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병원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병원종사자의 이직의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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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111)))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개개개념념념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와 달리 조직 내 스트레스 연구에서 스트레

스란 개인을 위협하는 직무환경의 특성,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요인,위협적인 직무환경에 대한 반응,개인의 능력과 직무 요구와의
불일치등으로 정의하고 있다(Caplan등,1975;Cooper등,1976;Parker
등,1983).
좀 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란 “실제로 개인차와 심리적인 과정에 의해
매개된 적응적인 반응이고 사람에게 어떠한 과도한 심리적,육체적 요구
를 하는 외부의 행동,상황,또는 사건을 초래 하게 하는 결과”로 정의했
으며(Ivancevich와 Matteson,1993),또한 “개인이 바라는 바와 관련되고,
또한 결과가 불확실한 동시에 중요하다고 지각된 바와 관련된 기회,억제
(constrain)또는 요구에 직면할 때의 동태적인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Schuler,1994).

222)))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직무스트레스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개인과 환경의 측면에서 스

트레스를 이해하고 있다.그러나 인간은 제각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스트
레스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따라서 직업성 스트
레스는 그 성격상 직무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그 결과가 개인의 특성에 의
해 조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기현,1992).
직무스트레스란 극단적인 또는 유해한 특성을 지닌 작업역할에서의 요

구로 정의될 수 있다(Beehr와 Newman;1978).직무스트레스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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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차용준과 원한식,1997),① 자극에 대한 반응
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와 신체 측면에 역기능을 주는 자극에 대한 반
응,② 스트레스를 자극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직구성원의 심리적,신체
적 항상성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들,③ 개인과 환경의 교섭관계라는 관
점에서 “한 개인의 능력이 직무상 요구에 부적합하거나 조직이 제공한 직
무환경과 개인의 욕구가 부적합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Caplan등
(1980)은 개인을 위협하는 직무환경의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상이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육체적

위협(physicalthreat)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응하기는 하지만,자아위협
(egothreat)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인격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Spielberger,1966).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 만족도와 업무수행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Miles,1975:Crank,1991).의료분야의 직무스트레스의 문
제점은 병원 근로자의 개인적,조직적,전체 국민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개인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는 육체적 질환을 초래하거나,직무불
만족 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병원생활 및 가정생활의 질을 저하시킨
다.조직적 차원에서는 의료 성과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며,전체
국민차원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서비스욕구를 소홀히 하거나,집중력
저하로 의료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222...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유유유발발발요요요인인인

111)))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개개개념념념
일반적으로 이직의도의 개념은 노동이동(turnover)의 개념으로부터 출

발한다.노동이동에는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직업 간의 이동,산업 간
의 이동이 포함되며,특정 조직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유출입을 의미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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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성원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직(voluntary
separation)과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separation)으로 구분해서 생각
할 수 있다.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의사
에 의한 이직을 뜻하며,사직(quitorresignation)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발적 이직은 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혹은 보다 나은 기
회를 찾아서 전직하는 경우,여성의 경우 출산을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이에 비해 비자발적인 이직은 구성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혹은 조직의 입장에서 강제되는 이직으로 면직(forced
resignation)이라고 표현되며, 여기에는 해고(discharge), 일시해고(lay
off),정년퇴직(retirement)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직을 조직의 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피가능 이직(avoidable

separation)과 회피불가 이직(unavoidableseparation)으로도 구분 될 수
있다.회피가능 이직은 조직 혹은 경영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며,회피불가 이직은 질병,사망 등 불가피한 원인에 의한
통제 불가능한 이직을 말한다.대부분의 자발적 이직은 회피가능 이직으
로 분류되어 이러한 회피가능 이직이 조직에서 이직관리의 대상으로 분류
된다(송순자,2003).

222)))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유유유발발발요요요인인인
기존에 연구에서 이직의도와 직무만족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연구되어 왔으나,Mobley(1978)는 이전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직무만족
과 이직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낮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이직의도를
조절하는 혹은 결정하는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러한
근거 위에서 Mobley(1978)는 실제적인 이직행위가 발생하기까지의 심리
적 의사결정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즉,종업원이 느끼고 있는 직무와 작업
조건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그것이 직무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여
다시 탐색행위의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직무탐색,대안의 평가,이직의도,
이직행위의 순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7 -

이 중에서도 이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이직의도를 고려하
였는데 이러한 이직의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만족,현재직무에 대한
유인과 기대효용,대안적 직무나 역할에 대한 유인과 기대효용 등 세 가
지를 설정하였다(김태수,2005).
직무관련변수가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직 내에

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적을수록 상급자에 대해 공정한 인식
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수록,최고경영자의 리더십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조직변화에 따른 스
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박상수,1998).

333)))이이이직직직관관관리리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조직 관리에서 종업원은 언젠가는 조직을 이탈하게 되는데 종업원이 조

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소속되어 있던 조직체와의 관계는 여전히 남게 된
다.그러므로 이직자는 고객집단의 일원으로서 또는 관계회사의 종업원으
로서,주주로,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대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따라서 조직을 떠난 종업원이 조직체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
는가,아니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는가는 기업운영에서 보면 이직자를
호의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내부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평생고객을 보유하는 것이 되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직관리 부분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이직의 긍정적인 효과는 과잉인원이 있을 때 이직에 의한 자연감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부적격자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이직의 부정
적 측면은 인력보강을 위한 모집비용의 증가,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훈
련비용증가와 숙련도의 저하 등이 있으며,가장 부정적인 것은 구성원들
의 잦은 이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유능한 인재 선발을
막는다는 점이다.반면 이직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함으로서 첫째,고용의
안정화로 종업원들에게 심리적 안정성을 주며,이를 통해 숙련도와 유지
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둘째,이직 후에도 회사에 대한 좋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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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수 있어,이는 기업홍보와 사회적 이미지 제고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송순자,2003).

444)))이이이직직직과과과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Ajzen과 Fishbein(1980)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인지-태도-행동의도-행

동간의 관계를 모형화 했다.이들에 따르면,개인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요인은 그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의도이다.물론 행동의
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의도에 따라 행동
하게 된다.따라서 이직을 조직구성원의 구체적 행동이라 할 때 이직의도
는 행동의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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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유사한 규모의 광주광역시 3개 종합병원과 전라남도 군 지역 2
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료기사,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007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총 815매를 직군별로 중간관리자에게 분배 하였고,설문지 회
수는 2007년 8월 10일까지 총 732매(89.8%)를 하였으며,불성실 자료 15매를
제외한 717매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22...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총 14문항으로 대상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건강관련 형태를 조사하였고,직무 관련 특성으로 근무 지역,현 직장 근무기
간과 전 직장 근무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직종은 원무 행정직,기타사무 행정직,간호사직,의료기사직,관

리기능직으로,직책은 일반직원,중간관리자 이상,팀장,기타 등으로 하였다.
고객접점 여부는 예,아니오로,급여의 수준은 100만원 미만,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Weiman(1978)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15문항으

로 되어있다.스트레스 역할조건 6문항이며,역할과부하는 5문항으로 되어있
으며,대인 관계는 4문항으로 되어 있다.측정방법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3)보통이다,(4)그렇다,(5)매우 그렇다로 구분 하여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Cronbach'sAlpha값은 0.806이었다.
이직의도 조사를 위하여 Mobley(1978)의 이론을 활용하였다.4문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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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조사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2)그렇지 않다,(3)보통이다,(4)그
렇다,(5)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매우 그렇다 5
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이직의도의 Cronbach'sAlpha값은
0.725이었다.

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첫째,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일반적 특성,건강관련 행태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

하고자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조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

인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12.0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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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남자 17.3%,여자 82.7%였고,연령은 29세 미만이 62.3%,39세 미만이

28.8%,49세 미만이 6.1%,50세 이상 2.8% 순 이었다.학력수준은 전문대졸
이 61.6%로 가장 많았고,대졸 이상은 29.8%,고졸이하가 8.5% 순이었다.결
혼 상태는 미혼이 62.3%,기혼이 37.7%이었다.
건강관련 특성을 보면 현재흡연자가 8.8%,과거 흡연자 2.1%,비흡연자

89.1%였으며,현재 음주자 59.1%,비음주자 40.9%로 음주를 하는 자가 많았
다.운동의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가 23.0%,하지 않는 경우가 77.0%로 나타
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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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명(%)
성별 남

여
124(17.3)
593(82.7)

연령(세) 20～29
30～39
40～49
50이상

447(62.3)
206(28.8)
44(6.1)
20(2.8)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61(8.5)
442(61.6)
214(29.8)

결혼상태 미혼
기혼

447(62.3)
270(37.7)

흡연여부 흡연 63(8.8)
과거흡연 15(2.1)
비흡연 639(89.1)

음주 여부 마신다 424(59.1)
안 마신다 293(40.9)

운동 여부 하고 있다 165(23.0)
하지 않는다 552(77.0)

계 7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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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직직직무무무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직무관련 특성을 보면 지역은 광주시내권이 60.1%,전라남도권이 39.9%였

다.현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24.4%,4년 미만이 45.5%,9년 미만이 23.7%,
10년 이상이 6.4%였으며,전 근무기간은 없음 42.4%,1년 미만 25.2%,4년
미만 24.0%,5년 이상 8.4%였다.직종은 간호사직이 62.8%,다음으로는 의료
기사직 12.4%,원무행정직이 12.0%를 차지하였으며,관리기능직과 기타 사무
행정직 순이었다.직책별로는 일반직원이 72.7%를 차지하였고,중간관리자
이상이 19.8%,기타 5.6%,팀장급이 2.0%로 나타났다.고객접점 여부는 접점
대상이 61.9%이며,비접점 대상이 38.1%였다.임금수준에서는 100만원 이
상～200만원 미만이 81.3%였고,100만원 미만 13.2%,200만원 이상 5.4%이었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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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연구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변 수 구 분 명(%)
지역 광주시내권

전라남도권
431(60.1)
286(39.9)

현 근무기간(년) <1
1～4
5～9
≥10

175(24.4)
326(45.5)
170(23.7)
46(6.4)

전 근무기간(년) 없음 304(42.4)
<1 181(25.2)
1～4 172(24.0)
≥5 60(8.4)

직종 원무행정직
기타 사무행정직
간호사직
의료기사직
관리기능직

86(12.0)
25(3.5)
450(62.8)
89(12.4)
67(9.3)

직책 일반직원
중간관리자 이상
팀장
기타

521(72.7)
142(19.8)
14(2.0)
40(5.6)

고객접점 여부 예
아니오

444(61.9)
273(38.1)

임금수준(만원/월) <100
100～199
≥ 200

95(13.2)
583(81.3)
39(5.4)

계 7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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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수수수준준준

111)))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의의의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수수수준준준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평균 점수는 2.85±0.41였고,역할 조건에서는 본인이

승진기회에 대하여 정보부족과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3.35±0.84로 수
위를 차지하였으며,그 다음은 본인의 과업에 대한 양과 질이 적정하지 않다
가 3.07±0.77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었다.가정과 직장 관계는
2.94±0.81,자신의 책임과 권한부재 문제가 2.87±0.74였고,업무 범주와 책임
문제,본인의 결정과 모순되는 업무수행의 순서로 나타났으며,역할조건의 평
균은 2.98±048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역할과부하에서도 업적평가에서 상사에 대한 낮은 신뢰수

준이 3.11±0.79로 가장 높은 형태를 보였고,업무 과다에 의한 근무시간 지연
이 2.89±0.94로,주변의 서로 상충된 요구가 2.85±0.80으로 나타났다.본인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2.63±0.83였으며,자신의 업
무수행 부적격성에 대한 회의감이 2.57±0.77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대인관계부분은 나의 결정이 주변 동료에 대해 미치는 영

향을 걱정하는 경우가 3.09±0.82로 수위를 차지하였고,직속상관과의 관계에
서 소외감이 2.71±2.75,동료들이 본인에 대한 기대 인지부족 2.62±0.77이었으
며,직장에서 타인과 관계에서 선호도에 대한 염려가 2.45±0.77의 순으로 나
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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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직무스트레스의 문항별 수준

순위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역할
조건

1.나는 승진기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3.35(0.84)
2.수행해야 할 업무의 양과 질이 상충된다고 자주 생각
한다. 3.07(0.77)
3.나의 직업은 나의 가정생활과 상충된다고 자주 생각한다.2.94(0.81)
4.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
한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 생각한다. 2.87(0.74)
5.나는 내 업무의 범주와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자주
생각 한다. 2.84(0.81)
6.나는 나의 결정과는 모순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고 자주 느낀다. 2.81(0.80)

역할조건 스트레스 평균 2.98(0.48)

역할
과부하

7.나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는 상사들이 나를 어떻게 생
각하는지 알지 못한다. 3.11(0.79)
8.나는 업무가 과다해서 일상적인 업무시간동안에 끝마
칠 수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2.89(0.94)
9.나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상충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2.85(0.80)
10.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스스로 얻
기 불가능하다고 자주 생각한다. 2.63(0.83)
11.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 하다고 자주 생각한다. 2.57(0.77)

역할 과부하 스트레스 평균 2.85(0.54)

대인
관계

12.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에 대하여 걱정하고는 한다. 3.09(0.82)
13.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속상관의 결정과 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2.71(2.75)
14.동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2.62(0.77)
15.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자주 생각한다. 2.45(0.77)

대인관계 스트레스 평균 2.70(0.51)
전체평균 2.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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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수수수준준준
이직의도의 문항별수준은 다른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가 3.39±0.95로 가장

많았고,다른 병원을 선택할 기회가 오면 현직 포기의사가 3.31±0.92로 나타
났다.이직 시 본인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 할 것이다가 3.01±0.79,본인의
선택 여지가 많아 이직이 용이하다는 평균값 3.12±065이하인 2.81±0.85로 가
장 낮았다(표 4).

표 4.이직의도의 문항별 수준

변 수 평균 (표준편차)
1.나는 다른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 3.39(0.95)
2.만약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병원을 포기할
것이다. 3.31(0.92)
3.나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 현재의 직장을 옮기기 용이하다. 2.81(0.85)
4.내가 만약 현재의 직장을 떠난다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나아질 것이다. 3.01(0.79)

전체 평균 3.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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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와와와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연령에서는 29세 이하가 3.21±0.62,

30대는 3.04±0.70,40대 2.97±0.66,50세 이상은 2.73±0.60로 연령이 증가할수
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학력에서는 고졸이하
2.77±0.69,전문대졸 이하 3.14±0.64,대졸 이상 3.22±0.64로 학력이 올라갈수
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결혼상태는 미혼자 3.24±0.60,
기혼자 2.95±0.70로 미혼자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성별에 따른 이직의
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건강행위별 이직의도에서 흡연에서는 비흡연자
3.15±0.64로 가장 높았고,흡연자가 2.99±0.75이며,과거흡연자가 2.82±0.59로
가장 낮았다(p=0.030).음주 및 운동 상태에 따른 이직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 19 -

표 5.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변수 평균(표준편차) p값
성별 남 3.03(0.70) 0.071

여 3.15(0.64)

연령(세) 29이하 3.21(0.62) <0.001
30～39 3.04(0.70) (0.001)
40～49 2.97(0.66)
50이상 2.73(0.60)

최종학력 고졸이하 2.77(0.69) <0.001
전문대졸 이하 3.14(0.64) (<0.001)
대졸 이상 3.22(0.64)

결혼상태 미혼 3.24(0.60) <0.001
기혼 2.95(0.70)

흡연 흡연 2.99(0.75) 0.030
비흡연 3.15(0.64) (0.361)
과거흡연 2.82(0.59)

음주 마신다 3.13(0.63) 0.777
안 마신다 3.12(0.69)

운동 예 3.05(0.71) 0.085
아니오 3.15(0.64)

():선형적 연관성에 대한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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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무무무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전 근무경력 없음에서 3.19±0.64,1년 미

만 3.13±0.62,4년 미만 3.10±0.67,5년 이상 2.90±0.75로 전 근무경력이 증가
할수록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2).직종별 이직
의도를 보면 간호직이 3.19±0.66로 수위며,의료기사직 3.08±0.60,원무행정직
이 3.02±0.71로,관리기능직 2.99±0.64이고,총무인사기획직이 2.97±0.52순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1).직책에 따라 일반직원 3.15±0.65,중간관
리역 이상 3.10±0.65,팀장 2.66±0.55,기타직 3.17±0.7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46).급여는 100원 미만 3.02±0.70,200만원 이상이 2.80±0.64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근무지역,현 근무경력,고객접점 여부에 따른 이
직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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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변수 평균(표준편차) p값
지역 광주 3.15(0.61) 0.336

전남 3.10(0.72)

현 근무경력 1미만 3.05(0.68) 0.191
(년) 1～4이하 3.18(0.64) (0.833)

5～9이하 3.14(0.65)
10이상 3.04(0.71)

전 근무경력 없음 3.19(0.64) 0.020
(년) 1미만 3.13(0.62) (0.002)

1～4이하 3.10(0.67)
5이상 2.90(0.75)

직종 원무행정직 3.02(0.71) 0.021
총무인사기획 2.97(0.52)
간호직 3.19(0.66)
의료기사직 3.08(0.60)
관리기능직 2.99(0.64)

직책 일반직원 3.15(0.65) 0.046
중간관리역 이상 3.10(0.65)
팀장 2.66(0.55)
기타 3.17(0.71)

고객접점 여부 예 3.13(0.69) 0.988
아니오 3.13(0.60)

급여 <100 3.02(0.70) 0.001
(만원) 100～199 3.17(0.64) (0.079)

≥200 2.80(0.64)
():선형적 연관성에 대한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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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
면 이직의도도 따라서 증가하였고,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인 역할조건,역할
과부하 대인관계에서도 이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7).

표 7.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p<0.001

직무스트레스 역할조건 역할과부하 대인관계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1.000

역할조건 0.809* 1.000

역할과부하 0.804* 0.447* 1.000

대인관계 0.836* 0.463* 0.602* 1.000

이직의도 0.302* 0.274* 0.265* 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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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위위위계계계적적적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해 분석하였다.모델 I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을 투입하였고,모델 II에는 직업관련 특성을 투입하였으며,모
델 III에는 직무스트레스를 투입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델 I의 설명력은 8%였고,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17).최종학력,결

혼상태가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고졸이하 보다 전문대졸 이하
(β=0.23,p=0.023),대졸 이상(β=0.34,p=0.001)일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에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델 II의 설명력은 11%로 모델 I에 비해 3% 증가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54).현 근무경력,급여가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β=0.09,p=0.009)이직의도가 높
았고,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200만원 이상인 경우(β=-0.30,
p=0.038)에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의 설명력은 20%로 모델 II에 비해 9% 증가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37).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 중 역할조건,역할과부하가 이
직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역할조건이 증가할수록(β
=0.28,p=0.000),역할과부하가 증가할수록(β=0.17,p=0.002)이직의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인관계에 따른 이직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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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모델 모델 모델
변수 β 값 β 값 β 값
성별 남자
연령 대

대
대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결혼상태 기혼
흡연 흡연

과거흡연
음주 예
운동 예
지역 광주
현 근무경력
전 근무경력
직종 총무인사기획

간호직
의료기사직
관리기능직

직책 중간관리역 이상
팀장
기타

고객접점업무 예
급여

≥
직무스트레스 역할조건

역할과부하
대인관계

값
값
값

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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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최근 사회 각 부분에서 요구되는 직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병원 종사자들
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가 증가하여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직 등
일부 직종의 구인난과 함께 대도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며 지방도시 및 농어
촌지역의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병원경영 악화가 날로 가중 되어가는
추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시도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통한 의료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관련 요소 중 문항별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전체

평균은 2.85로 이용일(2000)2.53과,김흥식(2005)2.77보다 높게 나타났다.하
부 요인인 역할조건에서는 승진기회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해를 잘 하지 못하
고 있다가 수위로 나타나 선행연구(김흥식,2005)와도 동일하게 나왔다.역할
과부하에서는 업적평가에서 상사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의 이직의도를 특성에 따라서 유의한 관련성을

미친 변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연령에서는 29세 이하에서 30세 이상의 연령층에 비
해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김태수,2005)와도 일치하였다.최종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고졸 이하보다 높게 나왔으며,결혼 상태에서는 미
혼자가 기혼자보다 높게 나와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김형식,1994;서영준
등,2003)를 보였다.이는 아직 미혼자가 많은 20대가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에 비해 사회적,가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훨씬 자유롭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또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에 비해 이직률이 유
의하게 높은 것은 고학력자가 병원의 선택에 있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직무관련 특성은 전 근무경력이 없는 군이 5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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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직종에서는 간호사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일부 지방병원
에서 나타난 구인난과 함께 빈번해진 이직행동을 잘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 Ⅰ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은 최종학력에서는 고졸보다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에서,결혼
상태에서는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에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델 Ⅱ의 직무 관련특성에서는 현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에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선행연구(정수미,2005)와도 일치하였다.
모델 Ⅲ의 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 중 역할조건,역할과부하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조직구
성원들의 걱정과 불안,초조,긴장을 야기하여 직무에 대한 무관심,체념,의
사결정 능력 감소,창의력 상실,조직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함으로써 조직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고(박병종,2001),이는 결국 직무
만족도와 업무수행의 수준을 낮춰(Miles,1975:Crank,1991)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의한 한정된 지역의

의료기관 종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
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둘째,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가 증가하면 종업원들의 이직으로 이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 하였으나 실제 이직의도가 이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하지는 못했으
며,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주기적 반복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셋째,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군별 중
간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병원종사자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상사에 대한 의식적 반응으로 사실과 다른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적절한 통제 방법이 강구되지 못했다는 점이며,향후에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병원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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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으며,이직률을 감소시키고 효
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병원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조기에 해소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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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병원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정도를 알아보고,직
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이
를 위해 편의추출을 통해 광주광역시 3개 종합병원과 전라남도 군 소재 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당병원을 직접 방
문하여 총 815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설문에 대한 응답은
732(89.8%)명이었으며,불성실 답변자 15명을 배제한 717명을 최종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빈도분석,신뢰도분석,t-test,F-test(ANOVA),피어슨 상관분
석,요인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문항별 수준의 역할조건은 승진기회의 정보부재가 3.35로

수위를 차지했고,수행해야 할 과업의 양과 질이 상충 된다가 3.07로 그 다음
이었다.직무스트레스 요인 역할과부하에서는 업적평가를 하는 상사들과 소
통부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3.11,업무량 과다로 근무시간 지연 사유가
2.89로 많았으며,대인관계부분에서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 생활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 3.09,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속상관의
결정과 행동 결정에 있지 못하는 생각이 2.71로 많았다.
이직의도 영향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보면 학력에서 전문대졸

(p=0.023)과 대졸(p=0.001)이상에서,결혼 상태는 기혼자(p=0.001)에서,현 직
장에서의 근무경력이 길수록(p=0.009)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러나 200만원
이상 급여자(P=0.038)의 이직의도는 유의하게 낮았다.직무스트레스 중 역할
조건과 역할과부하가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결론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병원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따

라서 병원 종사자의 이직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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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본 본 본 본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통계법에 통계법에 통계법에 통계법에 의거하여 의거하여 의거하여 의거하여 비밀이 비밀이 비밀이 비밀이 보장되며보장되며보장되며보장되며, , , , 통계 통계 통계 통계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이외이외이외이외

에는 에는 에는 에는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사용되지 사용되지 사용되지 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지역간 병원 근무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와 이직율

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현재 대도시와 군소도시 지역 병원근로자의 인력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가

는 현황과 상대적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의 일부직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져 하오

니 죄송하지만 설문답변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내용은 논문을 작성하는데 통계로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 해 주시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문의 : 017-331-6776

E-mail : leesoon0453@hanmail.net 박이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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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알아보기 알아보기 알아보기 위해 위해 위해 위해 만들어진 만들어진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깝다고 가깝다고 가깝다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

한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 생각한다.

2. 나는 내 업무의 범주와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자주 

생 각한다.

3. 나는 승진기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4. 수행해야 할 업무의 양과 질이 상충된다고 자주 생

각한다.

5. 나는 나의 결정과는 모순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 

다고 자주 느낀다.

6. 나의 직업은 나의 가정생활과 상충된다고 자주 생각  

 한다.

7. 나는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일상적인 업무시간동안

에 끝마칠 수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8. 나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상충된 요구를 만족시  

킬 수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9. 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자주 생각한다.

10. 나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는 상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다.

11.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스스로 

얻기 불가능하다고 자주 생각한다.

12.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걱정하고는 한다.

13.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받

아들이지 않는다고 자주 생각한다.

14.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속 상관의 결정과 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자주 생각한다.

15. 동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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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은 귀하의 이직 이직 이직 이직 의도의도의도의도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

2. 만약 다른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병원을 

포기할 것이다.

3. 나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 현재의 직장을 옮기기 용

이하다.

4. 내가 만약 현재의 직장을 떠난다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나아질 것이다.

*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문항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을 사항을 사항을 사항을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보는 보는 보는 보는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성 별 :① 남 ② 여
2.연 령(만): 세
3.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4.최종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이하

③ 대학졸 이하 ④ 대학원졸 이상
5.현 병원 근무 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4년 이하 ③ 5년 ~9년 이하

④ 10년 ~14년 이하 ⑥ 15년 이상
6.이전 병원 근무 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4년 이하

③ 5년 ~9년 이하 ④ 10년 ~14년 이하 ⑥ 15년 이상
7.근무 형태 : ① 2교대 ② 3교대 ③ 주 5일 근무 ④ 주 6일 근무
8.직 종 : ① 원무행정직 ② 총무인사기획 ③ 간호직

④ 의료기사직 ⑤ 관리기능직
9.직 책 :① 일반직원 ② 중간관리역 (주임,계장,책임․ 수간호사 등)

③ 팀(과,부)장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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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귀하는 환자나 보호자 등 외부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까? ① 예 ② 아니오
11.급여 수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12.흡연 상태 :① 흡연 ② 비흡연 ③ 과거흡연(피우다가 현재 금연)
12-1.(흡연하신 분에 한하여)하루 흡연 개피 수 : 개피/일
12-2.(흡연하신 분에 한하여)흡연기간 : 년

13.음주 상태 :① 마신다 ② 안마신다
13-1.(음주하시는 분에 한하여)1주일에 몇 회 정도 마십니까?(주 회)

14.현재 규칙적인 운동(평균 30분 이상)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1.(‘예’라고 응답하신 경우)1주일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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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저 작작작 물물물 이이이 용용용 허허허 락락락 서서서
본인이 저작한 학위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하에

대학교에 저작권을 위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와 아카이빙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
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를 허락함

2.저작물의 DB구축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논문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 ․배포 및 전송을 허락함

3.저작물에 대한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간을 계속 연장함

4.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
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속 대학에 통보함

5.배포,전송된 학위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함

6.소속대학은 학위논문 위임 서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확인함

7.소속대학의 협약기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논문 제공을 허락함

동동동의의의여여여부부부 :::동동동의의의(((000)))조조조건건건부부부 동동동의의의((()))반반반대대대((()))
※ 조건부 동의 및 반대인 경우 사유 및 조건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조건 :
저작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 )

년 월 일

이름 :박 이 순 (인)

조조조 선선선 대대대 학학학 교교교 총총총 장장장 귀귀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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