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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병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

와 요구 증가, 의료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 및 의료시장 개방 

등의 급격한 의료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원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

고 조직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은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

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

국 조직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병원은 조직의 목표달성

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들이 자

신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한다. 동기부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

신의 업무를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성과를 높이고 더 나아가 조직변화의 추진력으로 작용하므로 

조직 경쟁력 제고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인숙 등, 

2003).

보상은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동기부여 요인이다(김정아, 1997; 서인덕과 정시영, 2007). 

구성원들은 조직과의 고용조건에 관한 계약에 의해 조직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보상에는 임금 

및 복리후생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과 성취감, 도전감, 책임, 

인정, 확신감 등의 비금전적 보상이 있으며, 이러한 보상은 

구성원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에

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김인숙 등, 2003; 전옥규, 

2006).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바람직하지 않는 근로자 행

동을 하게 되며 심하면 조직을 이탈하게 된다(이용규와 정석

환, 2007; 한광현, 2006). 따라서 구성원들의 보상공정성 지각

은 조직측면에서도 중요한 인적자원관리 요소라 할 수 있다.

보상공정성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개념으로 설명된다. 

분배공정성은 개인이 받은 보상의 양에 대한 것이고 절차공

정성은 그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 내지 절차에 관한 공

정성을 의미한다(이종법과 이만규, 2005). 분배공정성에 의하

면 보상을 받는 사람은 그들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

을 기대하며(Homans, 1961), 자신의 투입(input) 대 그 결과

(output)를 다른 사람의 투입 대 결과와 비교하여 그 비율이 

같다면 공정함을 경험하고, 상이하다면 불공정을 경험한다. 

결국 분배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되

는 임금, 승진, 조직 내에서의 안정 등의 결과에 대한 분배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지각 정도를 의

미한다(Rutte & Messick, 1995).

절차공정성은 보상분배에 관한 결정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공정성 지각으로(Moorman, 1991), 개인

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조직이 부여하는 물질적인 보상의 크

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수단의 공정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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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구성원들의 보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은 단지 결과

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및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도 영향을 받는다(Folger & 

Konovsky, 1989). 이를 종합하면 구성원의 보상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둘 다의 측면에서 고려되어

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상의 결과 측면인 분배공정성과 보

상의 수단과 절차 측면인 절차공정성이 어떻게 조직 구성원

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성과와 관련되는지

를 규명함으로써 구성원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보상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분배공정성

과 절차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인덕과 정시영

(2007)은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배공정성

과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임준철과 윤정구

(1998)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에는 절차공정성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McFarlin & Sweeney(1992)는 

금융업 종사자의 연구에서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모두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나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임금만족에,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상사에 대한 평가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병원조직에서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과 관련 있는 

연구들은 주로 임상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정아, 

1997; 김명숙과 박영배, 2006; 서영준과 고종욱, 2004)로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병원 종사자들이 보상공정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파

악하고 더 나아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종합병원 종사사의 보상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정도

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

만족, 조직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파

악한다.

•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기여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의 총량이 그들의 조직에 대한 기여에 비해 얼마나 적절

한 것인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전옥규, 

2006), 본 연구에서는 Price & Muller(1986)가 개발한 6문항을 

전옥규(2006)가 4문항으로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한 점수다.

 절차공정성

절차공정성은 구성원들이 조직 내 보상 결정 과정에서 사용

되는 수단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게 지각되고 있는가의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전옥규, 2006), 본 연구에서는 Moorman 

(1991)이 개발하고 김안드레아(2004)가 수정ㆍ보완하여 사용

한 6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한 점수다.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조직구성원의 직

무나 직무경험 평가시에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신유근,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명하(1998)의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동일시, 몰입, 일체감,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 및 애착,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헌신을 의미하며(Mowday, Steer, & Poter, 1979), 본 연구에서

는 Mowday et al.(1979)이 개발하고 문숙자(2007)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종사자의 보상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

구이다.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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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ㆍ대구에 있는 4개의 종합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181명(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행정ㆍ관리직 등)을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

여를 허락한 자로 하였다.

연구 도구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Price & Muller(1986)가 개발

하고 전옥규(2006)가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는 업무 책임, 투입된 노력, 업무성과, 스트레스와 긴장에 

따른 보상수준의 총 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배공

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옥규(200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941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926 이다.

 절차공정성

절차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Moorman(1991)이 개발한 도구

를 김안드레아(2004)가 수정ㆍ보완한 6문항의 도구를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

다’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절차공정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김안드레아(200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881. 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750 이다.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하(1998)의 도구를 연구 목

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7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명하

(199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81 이고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50 이다.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Mowday et al.(1979)이 개발하고 

문숙자(2007)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

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애착 3문항, 동일시 2문항, 근

속 2문항으로 총 7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

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숙자(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886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914 이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의 사

전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허락한 자에 한해서 구

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

된 190부의 설문지 중에서 총 18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자료 분석에 부적절한 6부를 제외하고 1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24

일 까지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

만족, 조직몰입 정도는 t-test,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

석하였다.

•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81.2%로 남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은 30-39세가 53.6%로 가

장 많았고, 29세 이하 26.0%, 40세 이상 20.4%였다. 근무기간

은 9년 이상이 45.3%로 가장 많았고, 6-9년 미만 23.2%, 3-6

년 미만 17.1%, 3년 미만 14.4% 순이었다. 직종은 간호사가 

75.1%, 기타 직종(의사, 의료기사, 행정ㆍ관리직)은 24.9%이었

다. 직위는 일반직원이 74.0%였고, 계장급이상은 26.0%였다.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정도

대상자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정도

는 <표 2>와 같다.

분배공정성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23±.63이었고, 



종합병원 종사자의 보상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3(4), 2007년 12월 49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n=181)

특성 구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평균±SD
t or F(P)

Scheffe' test
평균±SD

t or F(P)

Scheffe' test
평균±SD

t or F(P)

Scheffe' test
평균±SD

t or F(P)

Scheffe' test

성별 남 2.90±.66 1.58 (.121) 2.76±.61 1.05 (.297) 3.48±.53 2.68 (.008)** 3.50±.65  3.87 (<.001)***
여 2.69±.73 2.63±.66 3.17±.63 2.94±.78

연령 29세 이하a 2.72±.89 2.68±.67 3.11±.70 2.77±.88
30-39세b 2.66±.68 1.46 (.234) 2.62±.64  .34 (.713) 3.25±.62 1.32  (.271) 2.98±.73 13.30 (<.001)***
40세 이상c 2.89±.53 2.69±.66 3.33±.55 3.55±.55 a,b<c

근무
기간

3년 미만a 2.99±.81 2.80±.61 3.41±.66 3.10±.69
3-6년 미만b 2.49±.82 2.33 (.076) 2.48±.69 1.18 (.318) 2.95±.73 4.16 (.007)** 2.64±.89  6.01 (.001)**
6-9년 미만c 2.74±.68 2.68±.62 3.11±.58 c<a, b<d 2.88±.82 b<d
9년 이상d 2.72±.64 2.66±.66 3.33±.56 3.27±.68

직종 간호사 2.65±.70 -2.52  (.013)* 2.61±.62 -1.43 (.155) 3.16±.62 -2.47  (.014)* 2.91±.76 -4.26 (<.001)***
기타 직종 2.96±.72 2.77±.72 3.43±.62 3.46±.70

직위 계장급이상 2.85±.62 1.34 (.181) 2.70±.68  .59 (.557) 3.41±.51 2.3  (.022)* 3.46±.64  4.35 (<.001)***
일반직원 2.68±.75 2.64±.64 3.17±.65 2.90±.78

***p＜.001, **p＜.01, *p＜.05

절차공정성 정도는 평균 3.05±.79 이었다. 직무만족 정도는 평

균 2.73±.72이었고, 조직몰입 정도는 평균 2.65±.65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1)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별 남  34 18.8
여 147 81.2

연령 29세 이하  47 26.0
30-39세  97 53.6
40세 이상  37 20.4

근무기간 3년 미만  26 14.4
3-6년 미만  31 17.1
6-9년 미만  42 23.2
9년 이상  82 45.3

직종 간호사 136 75.1
기타 직종  45 24.9

직위 계장급이상  47 26.0
일반직원 134 74.0

<표 2> 대상자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정도                                      (n=181)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배공정성 1.00 5.00 3.23 ±.63
절차공정성 1.00 4.86 3.05 ±.79
직무만족 1.00 5.00 2.73 ±.72
조직몰입 1.00 4.80 2.65 ±.6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

무만족, 조직몰입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분배공정성은 직

종(t=-2.52, 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배공정성은 간호사는 평균 2.65, 의사, 의료기사 및 행정ㆍ
관리직을 포함한 기타 직종은 평균 2.96으로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분배공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절차공정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성별(t=2.68, p=.008), 근무기간(F=4.16, p= .007), 

직종(t=-2.47, p=.014), 직위(t=2.3, p=.02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48, 여성은 

3.17로 남성의 직무만족 정도가 높았고, 직종은 간호사는 평

균 3.16, 기타 직종은 3.43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 정도가 낮

았다. 또한 직위에서 계장급이상은 평균 3.41, 일반직원은 평

균 3.17로 계장급이상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 정도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은 평균 3.41, 6-9년 미만

은 평균 3.11로 3년 미만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 정도가 높았

고, 9년 이상은 평균 3.33, 3-6년 미만은 평균 2.95로 9년 이

상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 정도가 높았다.

조직몰입은 성별(t=3.87, p<.001), 연령(F=13.30, p<.001), 근

무기간(F=6.01, p= .001), 직종(t=-4.26, p<.001), 직위(t=4.3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50, 여성은 평균 2.94로 남성의 조직몰입 정도

가 높았고, 직종은 간호사는 평균 2.91, 기타 직종은 평균 

3.46으로 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가 낮았다. 또한 직위는 계

장급이상은 평균 3.46, 일반직원은 평균 2.90으로 계장급이상

의 병원종사자의 조직몰입 정도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연

령이 40세 이상은 평균 3.55로 29세 이하는 평균 2.77, 30-39

세는 평균 2.98로 40세 이상 병원종사자의 조직몰입정도가 다

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근무기간은 9년 이상은 평균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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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                                                    (n=181)

분배공정성(p) 절차공정성(p) 직무만족(p) 조직몰입(p)

분배공정성 1.000
절차공정성 .651(<.001)*** 1.000
직무만족 .612(<.001)*** .485(<.001)*** 1.000
조직몰입 .527(<.001)*** .459(<.001)*** .714(<.001)*** 1.000

***p＜.001

3-6년 미만은 평균 2.64로 9년 이상 병원종사자의 조직몰입정

도가 높았다.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r=.651, 

p＜.001),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r=.612, p＜.001), 분배공정성

과 조직몰입(r=.527, p＜.001)간에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r=.485, p＜.001), 절차

공정성과 조직몰입(r=.459, p＜.001), 직무만족과 조직몰입(r= 

.714, p＜.001)간에도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영향 요인

종합병원 종사자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지각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근무기간, 직종, 직위를 독립변인으로 포함

하였고, 성별, 직종 및 직위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 간에 r= .485- .612의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가 .517- .998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값(VIF)은 1.014-1.734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잔차의 독립

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검정을 실시한 결과 d값이 

1.770로 1.75보다 높게 나타나 자기 상관은 없었다.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 성별, 근무기간, 직종, 직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

과 직무만족과 관련된 변인은 분배공정성(β=.598, p<.001) 

37.5%, 성별(β=.127, p=.032) 1.6%의 설명력을 나타내 이들 변

인은 총 39.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조직몰입 영향 요인

종합병원 종사자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지각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근무기간, 직종, 직위를 독립변인으로 포함

하였고, 성별, 직종, 직위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

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 간에 r= .459- .527의 상관관계를 보

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가 .569-93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값(VIF)는 1.064-1.756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잔차의 독립

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검정을 실시한 결과 d값이 

1.935로 1.75보다 높게 나타나 자기 상관은 없었다.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 성별, 연령, 근무기간, 직종, 직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

한 결과 조직몰입과 관련된 변인은 분배공정성(β=.345, 

p<.001) 27.8%, 연령(β=.272, p<.001) 8.9%, 절차공정성(β=.219, 

p=.005) 2.8%, 성별(β=.159, p=.008) 2.4%의 설명력을 나타내 

이들 변인은 총 4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5>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81)

변수 β t p R2 F p

분배공정성 .598 10.152 <.001 .375 57.166 <.001
성별* .127  2.161  .032 .391

* dummy variable

<표 6>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81)

변수 β t p R2 F p

분배공정성 .345 4.530 <.001 .278 31.651 <.001
연령 .272 4.599 <.001 .366
절차공정성 .219 2.887  .005 .395
성별* .159 2.686  .008 .418

* dummy variable

논    의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가 지각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

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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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정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3점, 절차공정성은 

평균 3.05로 나타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우진희와 고명숙

(2003)의 2.00점과 2.32점, 김명숙과 박영배(2006)의 2.77점과 

2.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간호사뿐만 아니

라 의사, 의료기사, 행정ㆍ관리직의 다른 직종도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만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3점, 조직몰입 정도는 

평균 2.65로 나타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병원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조직에 대한 애착과 열심히 일하고자 의지

를 나타내므로(신유근, 1985; Mowday et al., 1979), 병원 관리

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조직의 유효성을 높

이기 위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을 살펴보면, 간호

사는 평균 2.65, 의사, 의료기사 및 행정ㆍ관리직을 포함한 기

타 직종은 평균 2.96으로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분배공

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자신

의 노력, 업무성과, 책임, 스트레스 및 긴장감을 고려할 때 그

에 따른 보상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개인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보상전략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절차공정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진희와 고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 근무기간, 직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김명숙과 박영배(2006)는 연령이나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48, 여성은 3.17로 남성의 직무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윤현, 2007; 전정희, 

2006)에서 성별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

다.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만족 정도는 3년 미만(3.41)인 경우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9년 이상(3.33), 6-9년 미만(3.11), 3-6

년 미만(2.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미만의 근무 경력 

구성원들의 경우 자신의 새로운 직무에 적응해나가는 시기로 

업무, 임금, 승진, 인정, 작업환경, 동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

무기간이 9년 이상의 경우 직무만족 정도가 높았던 결과는 

안혜경과 강인순(2006)의 연구 결과에 부합되며 근무경력이 

높은 경우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보상과 인정을 받을 기회가 많아

져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직종에 따른 

직무만족 정도는 간호사는 평균 3.16, 기타 직종은 3.43으로 

간호사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

과는 전정희(2006)와 이윤현(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

순현과 이미애(2006)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인 보수, 행정, 자율성, 상호작용, 업무요구 및 전문성 중

에서 특히 전문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다고 하였고, 김민정과 

김순재(1997)는 간호사의 경우 직업에 대한 긍지는 높으나 승

진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고려할 때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지만 

특히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과 승진기회 확충 등의 노

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위에서 계장급이상은 평균 

3.41, 일반직원은 평균 3.17로 계장급이상 병원종사자의 직무

만족 정도가 높았던 결과는 안혜경과 강인순(2006)의 결과와

도 일치하며 직위가 높을수록 일반직원에 비해 성취감, 인정, 

책임감, 보수, 승진 등과 관련된 개인의 욕구충족 정도가 높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몰입은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50, 여성은 평균 2.94로 

남성의 조직몰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은광

석(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직장

에 대해 더 많은 애착,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일체감, 

계속적으로 근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40세 이상 병원 종사자의 조직몰입정도가 다른 집단

에 비해 높았던 결과는 안혜경과 강인순(2006)의 연구와 일치

하며 이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가능

성이 줄어들고 자신의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조직에 몰입하

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인오, 2005). 근무기간은 9년 이

상 병원종사자의 조직몰입정도가 높았던 결과는 연령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직종은 간호사는 평균 2.91, 기타 직종은 

평균 3.46으로 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은광석(2001)의 연구에서 의료기술직(3.52), 사무직(3.47), 기타

(3.28), 간호직(3.06)으로 간호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조직몰입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겠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쉬운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된다. 직위는 계장급이상의 병원종

사자의 조직몰입 정도가 높았던 결과는 문인오(2005)의 연구와

도 일치한다. 이는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 내에서 인정과 보상

을 받을 기회가 많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기반이 확고해

짐에 따라 조직몰입 정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분배공정성

(β=.598, p<.001) 37.5%, 성별(β=.127, p=.032) 1.6%의 설명력

을 나타내 이들 변인은 총 39.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McFarlin & Sweeney(1992)과 서영준과 고종욱(2004)의 연구에

서 분배공정성 지각이 절차공정성보다 직무만족에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병원종사자의 경

우 자신의 투입과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승진,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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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안정 등의 결과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고 지각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원의 관리자는 병원종사자의 노력, 책임의 양, 업

무성과 등의 정확한 측정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분배공정성

(β=.345, p<.001) 27.8%, 연령(β=.272, p<.001) 8.9%, 절차공정

성(β=.219, p=.005) 2.8%, 성별(β=.159, p=.008) 2.4%의 설명력

을 나타내 이들 변인은 총 4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조직

몰입에 대한 영향력에서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서영준과 고종욱(2004), 전옥규(2006) 

연구와 일치하나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력이 더 크다

고 한 임준철과 윤정구(1998) 연구와 차이가 있어 추후 계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병원

조직 내에서 개인의 투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구성원은 조직

에 대해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병원에 목표에 자발적으로 협

력하고 헌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은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이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

라서 병원의 관리자는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구성원

의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

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직에 몰입하도록 해야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종사사가 지각한 보상공정성이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조

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북ㆍ대구에 있는 4개의 종합 병

원에 근무하는 직원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 

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t-test, ANOVA 및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분배공정성 정도는 평균 3.23±.63, 절차공정성 정도는 평균 

3.05±.79, 직무만족 정도는 평균 2.73±.72, 조직몰입 정도는 

평균2.65±.65이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

만족,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분배공정성은 직종(t= 

-2.52, 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

반적 특성에 따라 절차공정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성별(t=2.68, p= 

.008), 근무기간(F=4.16, p=.007), 직종(t=-2.47, p=.014), 직위

(t=2.3, p=.02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직몰입은 성별(t=3.87, p<.001), 연령(F=13.30, p<.001), 근

무기간(F=6.01, p= .001), 직종(t=-4.26, p<.001), 직위(t=4.3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r=.651, p＜.001), 분배

공정성과 직무만족(r=.612, p＜.001), 분배공정성과 조직몰입

(r=.527, p＜.001),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r=.485, p＜.001), 

절차공정성과 조직몰입(r=.459, p＜.001),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r=.714, p＜.001)로 나타났다.

•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배공정성(β=.598, p<.001) 

37.5%, 성별(β=.127, p=.032) 1.6%의 설명력을 나타내 이들 

변인은 총 39.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배공정성(β=.345, p<.001) 

27.8%, 연령(β=.272, p<.001) 8.9%, 절차공정성(β=.219, 

p=.005) 2.8%, 성별(β=.159, p=.008) 2.4%의 설명력을 나타

내 이들 변인은 총 4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병원종사

자 중 간호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지만, 표

본추출과정에서 편의추출한 결과 대상자 중 간호사의 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양한 직종의 표본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직종별 보상공정성 지각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직종별 

보상공정성 지각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 종합병원 종사자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지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과측정과 연계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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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Compensation Justi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ceived by Hospital Personnels

Park, Hyun Sook1)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ty the effects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personnels. Method: The subjects were 181 employee 
who were working at 4 hospitals in Daegu and Gyeongbuk.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Oct 4 to 24, 200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mean score of 
distributive justice was 3.24, procedural justice was 3.05, job satisfaction was 2.73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2.65. The distributive justice(37.5%) and gender(1.6%) explained 39.1% of the variables in the job satisfacti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distributive justice(27.8%), age(8.9%), procedural 
justice(2.8%) and gender(2.4%). These factors explained 41.8% of the variables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clusion: The distributive justi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proper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fair performance 
evaluation of workers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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