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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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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연구는일선에서지역주민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보건소구성원들이느끼는사회적지지, 자아

탄력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선행연구와 달리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

성과 직무만족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에대해서검증해보는것에의의를두었다. 이를위해설문조사를통하여실증분석한결과,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직무만족에, 그리고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보건소구성원들이주민들에게보다나은현장의료서비스제공을함에있어서의심리적만족에대한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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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ynthet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ego resilience,

job satisfaction of the public health center workers providing medical service to local residents at

the front. Unlik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took all variables of social support, ego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into account, moreover, regarded it as important to verify mediated effect of

ego resilience through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At the

result of actual proof analysis via surveys, the social support of the public health cent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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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the mediated effect on ego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besides, ego resilience

influenced on job satisfaction and the mediated effect of ego resilience was also shown.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d importance of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for the public health center

workers as to provide residents better medical service based on the empirical testing result.

▸Keywords : public health center,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Job Satisfaction

I. 서 론

보건소는지역주민의질병을예방하고건강을증진시켜국

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외래통원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과주민의건강잠재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기

본적이면서 1차수준의포괄적인건강관리, 지역사회관리, 개

인 및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등 많은 현장보

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1]. 이러한기능을하는보건소(보

건의료원을 포함)의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대

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

하고있기때문에특별시와광역시를포함한모든지방자치단

체에는기본적으로설치되어있다. 따라서지역주민의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는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 최

일선의 지방보건행정조직이다.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

후보건소기능이종래의전염병관리, 가족계획등에서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등으로 변화되었

다. 이후 1999년 12개 보건소 대상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시

범사업이 시작되어 2002년에는 100개 보건소로 확대되었고

2005년부터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어 보건소중심의 건강증

진사업 추진체계가 확립되었다[2]. 따라서 업무의 증가에 따

른 인력보강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건강관련 대

민업무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현재 보건소조직은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능에 따라 부서가 구분되어 있지만 보건소

조직의 구성원은 진료서비스 중심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사실이다. 하지만주민들에게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보

건소조직의업무환경이같기때문에보건소에근무하는전체

구성원들, 즉 보건소장과 방문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방

문간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업무 담당자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하여그들에대한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직무만

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보건소구성원들을대상으로하여다루고자하는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지지와자아탄력성과의관계,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

스에대해서단편적으로연구되어왔다. 따라서이들세가지

변수들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이루어진 선행연구는초임유

아교사와경력유아교사의자아탄력성및사회적지지가직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3] 직장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을 높여준다는 연구[4]에

불과하다. 특히보건소조직의구성원들을대상으로하여사회

적지지, 자아탄력성과직무만족도와의관계에대한연구는찾

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

초하여, 보건소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을

가져올것이고또한자아탄력성에의해직무만족은더욱제고

될것임을추론하여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직무만족의모

든변수를고려하고, 특히변수들간의관계에있어서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에 대해서 검증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소 구성원의 사회통계학적 특

성,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직무만

족과의관계를분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

하였다. 첫째, 보건소구성원의사회통계학적특성에따라사

회적지지와자아탄력성및직무만족은차이가있는가? 둘째,

보건소구성원의사회적지지는자아탄력성과직무만족에, 그

리고 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보건소구성원의자아탄력성은사회적지지가직무만족

에미치는영향을매개하는효과가있는가이다. 따라서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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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하여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회

적지지를통한직무만족도를높여줄수있는관리방안과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건소에 대한 개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최일선 지역보건기

관인 지역의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므로 이제는 보

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재정이갖추어지고부서간조정이잘이루어져야만지역보건

사업이성공적으로 추진될수있다. 보건소는 시․군․구단위의
유일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기능상 수익성이 낮아 민

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으

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위치에있다[5]. 따라서보건소는보건관련정부의공공

기관 중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현장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주

는 보건조직의 기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업무)에명시되어 있는 보건

소의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

다. 이를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보

건교육·구강건강 및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예방·관리 및 진

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의무기록사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에의한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및보건진료소에대한지

도등에 관한사항, 약사에관한 사항과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

항, 보건에 관한실험또는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재활

사업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사업, 기타지역주

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

업 등을 관장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2012년 12월31일기준보건소(보건분소포함) 현황은다음

과 같다.

시도별 총계

보건소

(보건의료

원포함)

보건

지소

도시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보건분소

(출장소

포함)

총 계 3,495 254 1,283 32 1,895 31

서울특별시 51 25 - 4 - 22

부산광역시 31 16 8 2 5 -

대구광역시 28 8 8 2 9 1

인천광역시 59 10 22 4 23 -

광주광역시 19 5 - 4 10 -

대전광역시 21 5 7 1 8 -

울산광역시 24 5 8 - 11 -

세종특별

자치시
18 1 10 - 7 -

경기도 331 45 121 3 161 1

강원도 249 18 97 2 129 3

충청북도 268 13 94 1 160 -

충청남도 397 16 150 - 231 -

전라북도 403 14 148 2 237 2

전라남도 565 22 213 3 325 2

경상북도 557 25 218 1 313 -

경상남도 410 20 169 2 219 -

제주특별

자치도
64 6 10 1 47 -

표1. 시도별지역보건기관현황[6]
Table 1. Present Condition of Local Health Institution by

City and Province

2. 사회적 지지

1970년대 중반 예방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관심사로 등장

한 사회적 지지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춘 용어로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데

이용되어왔다[7]. 사회적지지는개인의안녕에중요한요소

이다왜냐하면사회적지지는삶의과정에서스트레스를중재

하는직접적인효과를주기때문이며, 또한건강과사회심리

적안정에역동적인관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적지

지는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원이며 사회체계 내에서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개인에게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8].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유형은 물질적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지지, 자존감 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선행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대한 특성을 살

펴보면,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시간, 재원을 제공해주는

물질적지지와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정보나충고를해주는

정보적 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나 또래 집단 등

에 속해서 다른 이들과 교류관계를 맺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하거나정서적공감을표현하여정서표출을도와주고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소속·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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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자신감을심어주거나타인에게비춰진자신을보게함

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자존감 지지의 4가지로 정리된

다. 그러나이와같은사회적지지유형들은독립적으로규정

될수있다기보다서로밀접하게관련이되는것으로보는것

이타당하다. 이처럼인간은자신과관계를맺고있는사람으

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지지는사회적관계를통해서얻을수있는모든형태

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Block & Block[10]은 자아탄

력성의기본적특징은자아탄력성은스트레스나역경혹은위

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효율적인 적응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모든 노력을

말하기때문에변화하는환경이나개연성있는사건에직면하

였을 경우에 대처하는 풍부한 개인적 적응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행

동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좌절을 느끼지 않

고긍정적으로동참하며융통성있고효율적으로적응하는개

인의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12].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인적 요인은 지적 기능, 자기충족, 예언,

타인과의관계형성능력, 높은자기효능감, 자신감과가족외

적인요인인가족외에사회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가진성

인과의결속관계, 사회기관의활동 ,참여등은조직의만족이

나 조직헌신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3].

4. 직무만족

그동안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

에 대한 규정부터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 등

많은연구자들에의해서다양한차원에서연구가진행되어왔

다.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이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상태를 의미하는 데, 이러한 직무만족의

개념에 따른 직무만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만족은 직무

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는 자기 관찰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직무만족도 실

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행위나 언어

적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직무만족

은 원하는 것과의 실제적인 격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

무만족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4]. 결국

직무만족이란 스스로 업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좋은 때로는

좋지 않은 개인적인 정서적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건소 공무

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은 국가보건정

책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필수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즉 보건소 조직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

족이 중요한 이유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

스에는직업에대한만족이효과적인업무수행을위한필수적

인선행조건이라는사실이상식적인것으로인식되고있기때

문이다. 즉 직장에서의 높은 사기가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효

율성 등의 업무수행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1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분석방법

보건소구성원들에대한사회적지지가자아탄력성과직무

만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선정한연구대상은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5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

200명이다. 설문조사시기는 2014년 6월 3일부터동년 6월

27일까지 실시하였는데 200부의 설문지 중 178부가 회수되

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167부를최종분석결과로활용하였다. 수집된설문

지는 SPSSwin Ver 20.0을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보

하기 위한 신뢰도분석과 표본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변수

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위해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그

리고 연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과 변수들에 대한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하였고, 사회적 지

지와자아탄력성, 그리고직무만족간의영향수준을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검증을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2-1. 사회적 지지

이연구에서는사회적지지의구성요인중조사대상자들의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설문문항은 엄인숙(2008)이 사용한 문항을 이용하였

다[16]. 따라서 정보적 지지와정서적 지지에 대해서각각 5

문항으로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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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점수

가높을수록보건소구성원들의사회적지지의수준은높다고

할 수 있다.

2-2. 자아탄력성

Block & Kremen이 개발[17]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대

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은 보건소

방문자와주민인고객과의관계속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의미하는 요인인 대인관

계를 자아탄력성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문항은 이 연구에 맞

게 5개의문항으로재구성하였고, ‘전혀그렇지않다’에서 ‘매

우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보건소 구성원들의 자아탄력성의 수준

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3. 직무만족

지금까지선행연구들을통하여직무만족에대한구성요인,

즉 영향요인들은 직무관련, 임금, 승진, 복리․후생, 동료, 근
무환경 등의 많은 요인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긍정적

감정으로 규정하여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김선문

(2012)이 사용한 4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18]. 이러한 연

구변수 외에 이 연구에서는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으로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급, 근무경력등

을 선정하였다.

3. 가설의 설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

회적지지와자아탄력성, 그리고직무만족의변수들과관련하

여, 사회적지지와자아탄력성, 직무만족과의관계, 자아탄력

성과직무만족과의관계, 그리고사회적지지가자아탄력성을

통한직무만족과의관련성을분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Ⅰ>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직무만족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Ⅱ> 보건소구성원들의사회적지지는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Ⅲ> 보건소구성원들의자아탄력성은직무만족에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매

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Ⅴ-1>보건소구성원들의정보적지지가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매

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Ⅴ-2>보건소구성원들의정서적지지가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매

개역할을 할 것이다.

4.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대상자들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표 2와같은데,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가 152명(91.1%), 연령은 30대

가 59명(35.3%), 결혼여부는 기혼이 135명(80.8%),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87명(52.2%), 직급은 8급이 61명

(36.5%), 근무경력은 5년-9년이 88명(52.7%)으로 응답자

의 특성별로 각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15 8.9

여자 152 91.1

연 령

20대 25 14.9

30대 59 35.3

40대 50 29.9

50대이상 33 19.9

결혼

여부

미혼 32 19.2

기 혼 135 80.8

교육

수준

고졸이하 28 16.7

전문대졸 52 31.1

대졸 이상 87 52.2

직 급

6급이상 5 3.0

7급 61 36.5

8급 41 24.5

9급 33 19.8

기 타 27 16.2

근무

경력

5년미만 19 11.4

5년-9년 88 52.7

10년-14년 33 19.7

15년-19년 20 11.9

20년이상 7 4.3

표 2. 응답자의특성
Table 2. Dem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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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신뢰도 분석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설문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사회적지지의하위요인인정보적지지α=7.35, 정서적

지지 α=8.21,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α=7.59, 직무만족

α=7.27,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요인들

의 alpha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가설의 검증

2-1. 사회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2-1.1 성별 차이분석

보건소 구성원의 성별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모든 변수가 p<0.001 수준에서집단간평균차이가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직무만족에대한

인식에있어서여자가남자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이

고 있다.

구 분
남자 여자

t p
Mean(Std) Mean(Std)

사회적지지 3.32(.65) 3.37(.48) 9.461 .000***

자아탄력성 3.52(.60) 3.53(.56) 7.367 .000***

직무만족 3.47(.49) 3.58(.59) 7.449 .000***

표 3. 성별차이분석
Table 3. Difference Analysis by Gender

*: p<0.05 **: p<0.01 ***: p<0.001

2-1.2 연령별 차이분석

보건소 구성원의 연령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모든 변수가 p<0.001 수준에서집단간평균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40대의 연령

에서, 직무만족은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F p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사회적

지지

3.63

(.41)

3.73

(.52)

4.34

(.25)

4.31

(.50)
8.126 .000***

자아

탄력성

3.38

(.42)

3.72

(.60)

4.21

(.34)

3.85

(.37)
7.412 .000***

직무만족
3.19

(.87)

3.56

(.53)

3.85

(.33)

4.32

(.62)
11.327 .000***

표 4. 연령별차이분석
Table 4. Difference Analysis by Age

*: p<0.05 **: p<0.01 ***: p<0.001

2-1.3 결혼여부별 차이분석

보건소구성원의결혼여부에따른변수들의차이를분석한

결과, 모든변수가 p<0.001 수준에서집단간평균차이가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지지와직무만족은기혼에서, 자

아탄력성은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 분
미혼 기혼

t p
Mean(Std) Mean(Std)

사회적지지 3.74(.51) 4.25(.50) 9.223 .000***

자아탄력성 3.59(.62) 3.28(.72) 7.152 .000***

직무만족 3.28(.70) 4.20(.61) 10.327 .000***

표 5. 결혼여부별차이분석
Table 5. Difference Analysis by Marital Status

*: p<0.05 **: p<0.01 ***: p<0.001

2-1.4 교육수준별 차이분석

보건소구성원의교육수준에따른변수들의차이를분석한

결과, 모든변수가p<0.001 수준에서집단간평균차이가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직무만족의모든변

수에서 대졸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 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F p
Mean

(Std)

Mean

(Std)

Mean

(Std)

사회적지지 4.15(.50) 3.72(.56) 4.56(.54) 7.452 .000***

자아탄력성 3.81(.46) 3.65(.61) 4.70(.46) 5.638 .000***

직무만족 3.91(.85) 3.38(.75) 4.25(.80) 9.257 .000***

표 6. 교육수준별차이분석
Table 6. Difference Analysis by Educational Standards

*: p<0.05 **: p<0.01 ***: p<0.001



보건소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157

2-1.5 직급별 차이분석

보건소 구성원의 직급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모든 변수가 p<0.001 수준에서집단간평균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은 6급 이상이, 자

아탄력성은 7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 분

6급이상 7급 8급 9급 기타

F p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사회적

지지

4.72

(.44)

4.33

(.40)

3.86

(.61)

3.75

(.62)

4.65

(.28)
9.398 .000***

자아

탄력성

4.63

(.40)

4.75

(.29)

3.66

(.52)

3.44

(.31)

4.43

(.29)
6.506 .000***

직무

만족

4.58

(.31)

3.76

(.81)

3.43

(.81)

3.56

(.32)

4.51

(.30)
9.317 .000***

표 7. 직급별차이분석
Table 7. Difference Analysis by Position

*: p<0.05 **: p<0.01 ***: p<0.001

2-1.6 근무경력별 차이분석

보건소구성원의근무경력에따른변수들의차이를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변수에서 p<0.001 수준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20

년 이상에서, 직무만족은 15년∼19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구 분

5년
미만

5년～
9년

10년～1
4년

15년～1
9년

20년
이상

F p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사회적
지지

3.65
(.41)

3.68
(.43)

3.75
(.45)

4.16
(.58)

3.63
(.66) 3.752 .081

자아
탄력성

3.47
(.37)

3.60
(.51)

3.71
(.50)

4.51
(.55)

3.68
(.59)

18.23
3

.000**
*

직무
만족

2.86
(.65)

3.36
(.64)

3.68
(.49)

4.15
(.65)

3.52
(.70)

7.859 .000**
*

표 8. 근무경력별차이분석
Table 8. Difference Analysis by Employment history

*: p<0.05 **: p<0.01 ***: p<0.001

2-2.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보건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Ⅱ>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의하위변수

인정보적지지의독립변수의 t값이 3.971이고β값이 .275,

정서적 지지의 독립변수의 t값이 3.515이고 β값이 .247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Ⅱ>는 채택되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아탄력성

β t p F

정보적지지 .275 3.971 .000*** 37.828

정서적지지 .247 3.515 .000*** 50.239

표 9. 가설2의검증결과
Table 9. Test of hypothesis 2

***: p<.001

2-3.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

보건소 구성원들의 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Ⅲ>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탄력성의 독립변수의

t값이 3.928이고 β값이 .272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직

무만족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가설Ⅲ>은

채택되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만족

β t p F

자아탄력성 .272 3.928 .000*** 43.736

표 10. 가설3의검증결과
Table 10. Test of hypothesis 3

***: p<.001

2-4.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

보건소구성원들의사회적지지는직무만족에유의한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Ⅳ>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의하위변수인

정보적지지의독립변수의 t값이 4.271이고β값이 .301, 정

서적 지지의 독립변수의 t값이 5.228이고 β값이 .367로 유

의수준 p<0.001에서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Ⅳ>는 채택되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만족

β t p F

정보적지지 .301 4.271 .000*** 35.318

정서적지지 .367 5.228 .000*** 22.527

표 11. 가설4의검증결과
Table 11. Test of hypothesis 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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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보건소구성원들의정보적지지가직무만족에미치는영
향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Ⅴ-1>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매개변수인자아탄력성에대해서독

립변수인 정보적 지지를 회귀분석 한 결과, p<0.001 수준에

서회귀계수의값이β=.325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종속

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해서 독립변수인 정보적 지지를 회귀분

석한결과, p<0.001 수준에서회귀계수의값이β=.391로,

3단계에서는 정보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0.001 수준에서회귀계수의값이β=.258로유의한영향

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

이 3단계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 <가설

Ⅴ-1>는 채택되었다.보건소 구성원들의 정서적 지지가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Ⅴ-2>를 검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자

아탄력성에대해서독립변수인정서적지지를회귀분석한결

과, p<0.001 수준에서 회귀계수의 값이 β=.417로 나타났

으며, 2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해서 독립변수인

정서적 지지를 회귀분석 한 결과, p<0.001 수준에서 회귀계

수의값이β=.485로, 3단계에서는정보적지지와자아탄력

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p<0.001 수준에서 회귀계수의 값이 β

=.357로 유의한영향성이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에서의독

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3단계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

다 크게 나타나 <가설 Ⅴ-2>는 채택되었다.

독립변수 단계 β F
수정된
R2

정보적지지

1단계

2단계

3단계(독립)

3단계(매개)

.325***

.391***

.258***

.217***

15.452

63.328

39.887

.571

.259

.483

정서적지지

1단계

2단계

3단계(독립)

3단계(매개)

.417***

.485***

.357***

.603***

60.108

43.217

41.037

.236

.285

.367

표 12. 가설5의검증결과
Table 12. Test of hypothesis 5

***: p<.001

Ⅴ. 결 론

이연구는일선에서지역주민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

고 있는 보건소 구성원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선행

연구와 달리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의 모든 변

수를고려하고, 변수들간의관계에있어서사회적지지와직

무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검증해보는것에의의를두었다. 이를 위해설문조사를통하

여실증분석한결과, 보건소구성원들의사회적지지는자아

탄력성과 직무만족에,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의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지금까지의선

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직무만족과

의관계에대해서개별적인관계들만을고려하는단편적인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연구의의의를두고자한다. 둘째, 보건소 구

성원들은현장에서주민과접촉하고, 주민들을방문하여직접

적으로의료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

들을둘러싸고있는환경적요인들로부터의사회적지지는보

건소구성원들의정서적인안정과주관적안녕에많은영향을

미친다. 연구변수들에 대한 구조적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는 궁극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주민과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

나나은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보건소구성원들

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갈수록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의료기술의

제공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즉

보건소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으로 직결된다고 하였을 때,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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