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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physical therapists  
Methods: Subjects included 148 physiotherapist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busi-
ness performance. We then performed a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highest ‘complianc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 in professionalism, the lowest ‘vocation awareness of the profession’. In job 
satisfaction, the highest satisfaction was reported for ‘supervisor’, and the lowest satisfaction for ‘duty’.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
tion/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showed a clear positive correlation, and professionalism and job performance showed a weak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job performance of the physical therapi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Physical therapists should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in order to improve job perfor-
mance. In addition, research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the physical therapist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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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문직은 특별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와 기술, 기법, 

지식 및 신념체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을 말하며, 사회는 이 

집단이 전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면허부여, 혹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로서 다른 인가방식을 통해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인정을 한다. 따라서 전문가란 특별한 전문직

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자격을 부여 받고 클라이언트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것의 실천, 지식 및 기술을 사용하고, 전문

직의 가치와 윤리강령을 고수하는 개인을 말한다.1

Hall2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전문직의 속성을 구조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

고 하였으며 전문 직업성을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 봉사에 대한 신

념, 자기 통제에 대한 신념, 소명의식, 자율성 등 다섯 가지 태도적 속

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전문조직의 준거성은 공식 및 비공식 동료

집단을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생각이나 판단의 주된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 봉사에 대한 신념은 전문직이 

사회에서 필수적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업무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공공의 유익이 된다는 관점을 말한다. 셋째, 자기 통제에 대한 신념은 

자신의 전문적 업무 판단 시 동료 전문가가 최선의 적격자라는 신념

이다. 넷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이며, 다섯

째는 고객이나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어떤 외부적 

압력이 없이 자신이 결정을 내린다는 자율성이다.

의학의 발달, 노령화 사회의 가속화, 만성질환의 증가, 국내 병원시

장의 개방여부, 병원의 재정악화, 국민의 건강의식 향상에 따른 고급 

의료서비스의 요구 증가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둘러싸여 있는 보

건의료 분야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선진화된 치료기법, 효

율적인 경영, 현대화된 시설 등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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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병원 인력에 대한 것이다. 특히 물

리치료사는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원수익의 증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병원내 인력관

리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3,4

또한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가능한 최대로 기능적인 면에서 완전

히 독립시켜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담, 평가 및 치료하면서 재활 팀에서 핵심적인 구성원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과도한 업무와 근무시간, 낮은 보수 등에

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5-7

일반적으로 성과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조직의 활동이나 정확성, 완전성, 비용, 속도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비추어 측정한 주어진 업무의 달성도’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

한 사전적 의미와는 별개로 실제 성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과를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할 경우 명확하

고 측정이 용이하나, 측정시점이나 우선순위 혹은 측정대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과의 개념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

생하기 때문이다.8 Beard와 Dess9는 기업의 성과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서 다차원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조직구조, 동기유발, 집단역학, 직무

충실화, 의사결정, 리더십, 목표설정, 계획수립 등과 같은 요인들에 대

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직으로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문직업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 보면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임상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수행 정도, 조직몰입관계, 정체

성, 전문직업성관련 영향요인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반면 국내 물리치료사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heon6은 물

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이들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바 있다. 또한 Ahn 등10은 물리치료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의 정

도를 비교하였으며, Lim 등11은 병원 근무 물리치료사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이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직무특성, 전문직업성 그리고 집단응집성에 대해 연구 하였다. Lee 등
12 역시 대상자들을 전남 동부지역 물리치료사들로 한정하여 그들의 

업무환경과 업무량에 대해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만족도를 연

구하였다. 

이처럼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병원 전문직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에 비해 다양한 접근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

료사의 전문직업성,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

를 파악하여 전문직으로서 물리치료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조직 

내 물리치료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 ·전남 지역의 일부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의

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자 선정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자로 하였다. 설문방식은 설문

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

여 배포 후 회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8부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측정지표

(1)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이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자격과 그 가치와 윤리

를 고수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문직업성 측정도구는 Hall이 개발한 Profes-

sionalism Inventory Scale을 기반으로 하여 Snizek13과 Baek 등14이 수정

한 내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내용은 준거성 5문항,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5문항, 자율성 

5문항,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5문항, 소명의식 5문항 등 총 25문항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 5점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와 직무조건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 혹은 직무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는 즐거운 혹은 긍

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된다.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Flippo와 Seberhagen의 

직무만족 요인과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

용한 것을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10,12,16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직무에 관한 사항 6문항, 감독

에 관한 사항 8문항, 보수에 관한 사항 5문항, 승진에 관한 사항 5문항, 

동료에 관한 사항 5문항, 기관에 관한 사항 5문항, 이직에 관한 사항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써 5점 ‘매우 그렇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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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

음을 의미한다.

(3) 업무성과

일반적으로 업무성과는 사회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계적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써 특정의 기대, 목적 혹은 목표의 달성 정도

를 의미한다.8 

물리치료 업무성과 측정도구는 Park16과 Kim17이 구성한 업무수행 

평가도구를 물리치료사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독자적 물리치료활동 9문항, 비독자적 물리치료활동 9문

항, 대인관계 활동 5문항으로 총 23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5점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총점 23점에서 11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물리치료 업무성과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물리치료사들의 설문자료는 SPSS 18.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문직업성, 직무만족도, 업무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전문직업성, 직

무만족도,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148명의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21세에서 

30세까지가 전체의 7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년제 대학을 졸업

한 경우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

우는 전체의 18.2%에 그쳤다. 또한 현 직장의 근무경력에서 5년 이상

인 대상자는 14.2%로 나타났다(Table 1).

2. 전문직업성,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 분석

대상자들의 전문직업성, 직무만족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문직업성에서 ‘우리분야 종사자들이 높은 이상적 태도를 유

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항목이 3.80 ± 0.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으며, ‘나는 정기적으로 전공 잡지를 읽는다’는 항목이 2.16 ±

1.0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경우 ‘감독에 관한 사항’

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보수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업무성과에 있어서는 ‘정확한 물리치료진단을 

내린다’ 항목이 3.30 ± 0.68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자나 보호자의 호

소를 경청하고 관심을 보인다’ 항목이 3.99 ± 0.63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Table 2). 

3. 전문직업성,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의 상관분석

대상자들의 전문직업성,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 간의 상관성을 살펴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은 

r= 0.599, p < 0.001로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전문직업성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Division Distribution (%)

Gender Male 74 (50.0)

Female 74 (50.0)

Age (year) 21-25 40 (27.0)

26-30 64 (43.2)

31-35 19 (12.8)

36-40 20 (13.5)

>41 5 (3.4)

Marital status Married 56 (37.8)

Unmarried 92 (62.2)

Level of education College (3-year) 73 (49.3)

University (4-year) 48 (32.4)

Graduate student 15 (10.1)

Finish graduate school 12 (8.1)

Total career (year) <1 34 (23.0)

1-3 25 (16.9)

3-5 35 (23.6)

5-10 32 (21.6)

>10 22 (14.9)

Current career (year) <1 52 (35.1)

1-3 33 (22.3)

3-5 42 (28.4)

5-10 8 (5.4)

>10 13 (8.8)

Table 2.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phys-
ical therapists

Mean±SD

Professionalism

   Complianc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 3.09±1.11

   Beliefs about public service 3.33±0.93

   Autonomy 3.15±0.89

   Beliefs about self-regulation 3.11±0.89

   Vocation awareness of the profession 3.41±0.97

   Total 3.22±0.97

Job satisfaction

   Duty 3.64±0.79

   Supervisor 3.62±0.83

   Pay 2.19±0.84

   Promotion 2.52±0.90

   Colleague 3.91±0.72

   Institution 3.10±0.95

   Change job 3.09±1.04

   Total 3.20±1.04

Job performance 3.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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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간에는 r= 0.238, p = 0.004로 약한 양의 선형관계를 나타냈

다. 직무만족과 업무성과 간에 r= 0.565, p < 0.001로 뚜렷한 양의 선형

관계를 보였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광주 ·전남 일부 지역의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직업성, 직무

만족 및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25문항의 최대 125점에서 80.49 ± 8.56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

를 보였다. 문항 평균은 3.22 ± 0.97점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문항은 ‘우

리분야 종사자들이 높은 이상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는 문항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영역에 해당하며, 가장 낮은 문

항인 ‘나는 정기적으로 전공 잡지를 읽는다’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영

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치료사들 스스로 직업에 대한 소

명의식은 높으나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가로서의 준거성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

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다른 전문직인 간호사들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Shin18

은 임상간호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영역이 가장 높으며 ‘전문조직의 준거성’ 영

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Cha19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관한 연

구에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영역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

문조직의 준거성’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비해 ‘전문조직의 준거

성’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과 비교할 때 세

부문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물리치료사들과 간호사들

간에 전문직업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

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문직업성 척도가 주관적이고 내적

인 태도요소에 초점을 맞춘 척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이러한 평가는 객관적인 전문성에 관한 평가는 아니며, 대상자들

의 주관적인 태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항목 평균에서 3.02 ± 1.04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동

료에 관한 사항’, ‘직무에 관한 사항’, ‘감독에 관한 사항’에서는 중간 이

상의 점수를 보인 반면, ‘보수에 관한 사항’과 ‘승진에 관한 사항’에 있

어서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Shim20이 물리치료사

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관련한 직무만족 연구에서 전체항목 평균 3.16

± 0.10점을 보였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근무실

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Cheon6의 1991년 연구에서도 평가도구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항목 평균 5점 만점에 3.20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세부항목들에 있어서 업무의 중요성, 전문직 인정, 

능력발휘, 동료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등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

를 보인 반면, 승진전망, 봉급의 적당성 등의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만

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결과와도 많은 

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물리치료사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사항들

은 보수와 승진 등과 같은 업무성과에 관한 보상적인 성격을 띈 부분

에 있어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년이 지

난 현재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물리치료사들의 조직 내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

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대상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 점수 최대 5

점에 대해 전체항목 평균 3.70 ± 0.72점으로 주관적 평가 시 보통 이상

의 업무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치료사들 스스로 업

무성과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를 임상 간호사들의 업무성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Choi21의 간호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전체 평균 3.75 ± 0.36점을 나타냈으며, 

Park22은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준과 직무스트레스 및 간호업무성

과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업무 성과를 전체 평균 3.73 ± 0.38점으로 보

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물리치료사의 업무성과와 유사

한 결과로써 간호사의 업무성과와 물리치료사의 업무성과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

직업성과 직무만족 간에 그리고 직무만족과 업무성과 간에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전문직업성과 업무성과 간에는 약한 양

의 선형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아지며,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물리치

료사들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업성이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내용들과 일치한다.23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Kwon 등24이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관련요인 연구에서 전문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Professionalism 1 0.60* 0.24*

Job satisfaction 0.60* 1 0.57*

Job performance 0.24* 0.57*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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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영역에 해당하는 자율성의 결여와 직무만족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25는 운동처방사와 물리치료

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직업적 정

체성의 하부영역인 조직활용, 소명의식, 서비스 신념, 자율성 신념 등

과 직무만족의 하위영역인 동료, 보수, 직무, 감독, 근무환경 등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일부 하위영역들

과 직무만족의 일부 하위영역들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간호사들의 경우 Kwon 등26의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들의 전문직

업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직업성의 하위영역

인 자율성,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서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임상간호사의 전문직업성과 

간호업무수행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고, 하위영역 중 전문조직의 준거성, 자율성,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각각 간호업무수행과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직무만족과 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Byun 등27의 연구에서 직무만족, 직무소진, 조직시민행동, 업무성

과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과 업무성과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r= 0.382). 또한 Yoo 등28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 업무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간호업무성

과와 직무만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0.297). 다른 전문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 업무성과 간 상관관계가 있다

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광주 ·전남 일부 지역으로 제한 되었으며, 

물리치료사들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선정

되었다. 또한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 업무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만을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의 구체적인 하위영역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

리치료사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치료사 스스로 전문직

업성을 배양하고 조직 내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전략을 통해 직무만

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전문가로서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물

리치료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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