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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nd or-

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hysical therapists. Currently, healthcare is changing very rapidly with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se rapid and uncontrollable changes, organiza-

tional members are often empowered. Through the empowerment process, feelings of powerlessness and

frustration can be reduced and factors promoting work performance,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

izational commitment could be enhanced. One said this term popularly, there was a lack of study.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physical therapy administr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352 therapists from

many hospitals from February 1 to February 28, 2008, and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etc.,

were perform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empowered subjects, gender

(p<.05) and age were observ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p<.01). Educational background, working pat-

tern, marriage status, and the period of duty were observed to be different among empowered therapists

(p<.001). The degree of empowerment as perceived by therapists was 58.72. Empowerment was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01). The study on empowerment was significant

from the aspect of strategies to increase work performance. To elucidate the optimal strategy to effec-

tuate empowerment in clinical practice, we studied various aspects of empowerment. Furth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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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는 의학의 발달, 노령화

사회의 가속화, 만성질환의 증가, 국내 병원시장의 개방

여부, 병원의 재정악화, 국민의 건강의식 향상에 따른

고급 의료서비스의 요구 증가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둘러싸여 있다. 병원이 국민의 고급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치료기법, 효율적인 경영,

현대화된 시설 등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병원 인력에 대한 것이다. 병원 인

력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관리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

일 뿐만 아니라 병원수익의 증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다양한 병원 인력 구성원 중 물리치료사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직접 대하면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병원의 중요사

항중 하나이다(김희승 등, 2004; 박재산, 2004).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개인(micro), 집단(meso),

조직(macro)수준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수준을 지닌 개념

이다(Eylon, 1993).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권한을 배분한

다는 의미를 넘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켜 그들이 단

순히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거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그

치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는 조직 내 만연되

어 있는 무력감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그럼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Arad, 1994). 또한 조직운영의

유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가 형

성이 되어야 하고, 조직의 관리자는 그 요소로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과 직무만족 요소를 고려해

야 한다. 임파워먼트는 자발적인 업무의 참여를 강조하여

일 자체에 대한 내재화된 몰입을 강조한다. 또한 조직 내

에 만연되어 있는 무력감을 제거함으로써 결근률과 이직

률과 관계가 있는 직무만족에 파워나 권한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구성원들이 직무기회나 역할에 자발적으로 노

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박준희, 1997; 함수진, 1998; Laschinger, 1996).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

직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목표달성과 구성원의 직장생활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개인의 욕구충족

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남경희, 2001).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의 질적인 면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병원에

대한 환자의 요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종사

자의 직무만족은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주현미,

2001; 최은미와 김영훈, 2003). 최근 많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관련 조직에선 병원종사자의 업무관련 스트레

스를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임파워먼트에 관

심을 갖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박현희 등, 2006).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물리치료사의 일일 치료환

자수가 많고 근무시간이 길다. 이런 측면에서의 스트레

스는 결국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물리치료사가 받는 업무 관

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무기관, 일 일 치

료환자 수, 직무만족과 요통의 순이었다(이충휘, 1990).

물리치료사는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때

와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제균,

1991). 물리치료사는 대부분 장기간의 재활 치료를 요하

는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이들 환자의 대다수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함

께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서 치료해야 한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 인력들과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보다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직무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만족도를 높

여 조직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환자에게 효율

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박형숙과 강

은희, 2007; 안소윤 등, 2002; 이형수 등, 2005).

병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며, 병원은 이를 위해

환자관리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들의 자율

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며, 임파워먼트를 통해 물리치료사들은 조직의

목표와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을 일치시켜 스스로 직무

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관

한 연구는 주로 병원 행정직원과 치과위생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양규 등, 2004; 남경희, 2001;

박재산, 2004; 박향숙과 최미혜, 2003; 박현희 등, 2006;

최현미, 2000; Laschinger와 Havens, 1996). 특히, 물리

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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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최

근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정도, 특

성별 임파워먼트 차이와 직무수행의 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임파워먼트 전략에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서울시내 및 수도권에 위치

한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재활전문병원을 포함

하는 의료기관에 2008년 2월 현재 근무 중인 경력 1년

이상의 물리치료사(국가 면허증 소지자) 352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3문항, 임

파워먼트에 관한 12문항, 직무만족에 관한 20문항, 조직

몰입에 관한 15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물리치료학과

교수 3인과 경영학과 교수 1인, 박사학위를 지닌 심리

치료사 1인의 자문을 얻어 구성하였다.

가.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Thomas와

Velthouse(1990)의 동기부여와 심리적인 요소인 의미성,

역량, 자기 결정성, 효과성을 Spreizer(1995)가 개발하고

정해주(1998)가 번역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은 기존연구에서 검증되었는바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물리치료학 교수 2인 및 전문직 물리

치료사 3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

에게 적합한 내용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효과성의 4영역에

각 3문항씩 되어 있고, 7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1이었다.

나. 직무만족 측정도구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미네소타 산업관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를 이상금(1996)이 번역하고 본 연구의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한 설문지로 총 20문항이며 위생요인 10문항과 동기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이다. 이상금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84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계수는 .905이다.

다. 조직몰입 측정도구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orter 등(1974)이 개

발한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설문지를

김계정(1986)이 번역하고 사용한 총 15문항이었고 5점 척

도이다. 이상금(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7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계수가 .863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4부분 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

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으로 구조화된 무기명 자

기 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1개 병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구 결과의

편중이 있을 수 있어 여러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연구자가 각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직접 방문

하여 협조 승인 하에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

문지를 배포한 후,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일과시간외에

작성토록 하여 반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회수하

는 방식으로 사생활 보호에 유의함과 동시에 가능한 솔

직한 답변을 얻도록 노력하였다. 총 설문지 420부를 배

부하여 370부가 회수되었으며(88.1%) 회수된 자료 가운

데 불성실한 결측치가 많은 응답자료 18부을 제외한 총

35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version 15.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특성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임파워

먼트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21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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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합 계 백분율(%) 특 성 구 분 합 계 백분율(%)

성
남 207 58.8

근무부서

운동치료실 199 56.5

여 145 41.2 열전기치료실 108 30.7

연령(만)

24세 이하 64 18.2 소아치료실 25 7.1

25세∼29세 166 47.2 수치료실 1 .3

30세∼34세 67 19.0 병동치료실 2 .6

35세 이상 55 15.6 기타 17 4.8

교육수준

전문대졸 198 56.3

치료유형환자

근골격계환자 122 34.7

4년대졸 113 32.1 소아 30 8.5

대학원졸 35 9.9 신경계환자 195 55.4

기타 6 1.7 호흡기환자 2 .6

결혼

기혼 99 28.1 심혈관계환자 0 .0

미혼 251 71.3 기타 3 .9

기타 2 .57
근무형태

정규직 284 80.7

병원유형

대학병원 84 23.9 비정규직 68 19.3

근무경력(총)

3년 미만 139 39.5종합병원 83 23.6

재활전문병원 111 31.5 3년이상～5년미만 71 20.2

개인병원 49 13.9 5년이상～10년미만 86 24.4

복지관 6 1.7 10년 이상 56 15.9

기타 19 5.4 계 352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2)

임파워먼트의 평균± 표준편차 각 요소의 평균±표준편차 해당 문항 평균±표준편차

58.72±8.62

의미성

16.97±2.77

E1
a

5.74±1.01

E2 5.60±.99

E3 5.63±.98

역량

14.70±2.83

E4 4.83±1.09

E5 4.80±1.06

E6 5.07±1.03

자기결정성

15.09±3.06

E7 5.07±1.04

E8 5.04±1.14

E9 4.97±1.16

효과성

11.96±3.59

E10 4.21±1.19

E11 3.83±1.36

E12 3.92±1.28
a
E1～E12: 임파워먼트 설문문항 1～12번.

표 2.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N=352)

48세까지 다양하며, 25세부터 29세의 대상자가 166명

(47.2%)으로 가장 많았고 30세부터 34세가 67명

(19.0%), 24세 이하가 64명(18.2%), 35세 이상이 55명

(15.6%)이다. 성비는 남자가 207명(58.8%), 여자가 145

명(41.2%)으로 남자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

업자가 198명(56.3%)이었고 113명(32.1%)이 4년제 대학

졸업자였으며 대학원 졸업자는 35명(9.9%)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251명(71.3%)으로 많았고 근무형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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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물리치료사가 284명(80.7%), 계약직이나 인턴을

포함한 비정규직 물리치료사가 68명(19.3%)이었다. 임

상경력은 3년 미만이 139명(39.5%)이었고 71명(20.2%)

이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이였으며, 86명(24.4%)은 5

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었고 10년 이상은 56명(15.9%)

이었다. 근무하는 의료기관 유형은 재활전문병원 종사

자가 111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이 84명

(23.9%), 종합병원이 83명(23.6%), 개인병원이 49명

(13.9%)이었다. 근무부서 형태로는 운동치료실에 근무

하는 치료사가 199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하는

환자 유형은 뇌손상이나 뇌졸중 같은 신경계 질환을 가

진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치료사가 195명(55.4%)으로

가장 많았다(표 1).

2.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정도

본 연구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58.72였고 임파워먼트 요소로서는 의미성 요소가 16.97

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은 15.09, 역량은 14.70,

효과성은 11.96 순으로 나타났다(표 2).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물리치

료사의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형태, 총 근무경

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

성보다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5). 연령의 경우 35세 이상,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다른 군들에 비해서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자가 다른 군보다 임파워먼트

가 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병원

유형의 경우 복지관이, 치료유형 환자의 경우 호흡기

환자가 기타 다른 환자 군에 비해 임파워먼트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부서

의 경우는 병동치료실이 제일 높게 나왔으나 빈도수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없었다. 근무 형태

에서 정규직 종사자가 계약직이나 인턴 등의 비정규직

에 비해서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고 총 근무경력의 경

우 10년 이상 근무한 치료사군이 10년 미만의 근무 경

력을 가진 치료사군에 비해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4.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구성요소인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효과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은 임파워먼트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여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가 증가할수록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파워

먼트의 구성요소 중 의미성이 효과성에 비해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고, 역량과 자기결정성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도 다른 변수들

에 비해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4).

Ⅳ. 고찰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다룬 연구로서 물리치료사들의 임파워먼트 정도를

알아보고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어떤 관

계인가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총 84

점 중 58.72로, 7점 중 4.63을 나타냈다. 보건간호사의 임

파워먼트에 대해 연구한 한명수(1998)의 연구에서 보건간

호사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7점 중 4.53이었고 양길모

(1999)의 연구에서는 5점 중 2.83, 김현경과 지성애(2002)

의 연구에서는 5점 중 3.11이었다. 남경희(2001)의 연구에

서는 5점 중 4.63이었고, Wilson과 Laschinger(1994)의

연구에서는 5점 중 3.06으로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 점수

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결국 물리치료사를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의 임파워먼트 점수는 남경희(2001)의

연구를 제외하고 다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점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대상

자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

리치료사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병원 유형이나 위치한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파워먼트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 형태, 총

근무 경력에서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차윤석

(1996)과 김양균 등(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김

현경과 지성애(2002)의 연구에서는 직위와 근무 경력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양길모(1999)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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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임파워먼트 t값 또는 F값 p

성
남 4.97±.71

a

2.509 .013
여 4.78±.71

연령(만)

24세 이하 4.55±.74

13.903 .000
25세～29세 4.82±.61

30세～34세 5.08±.72

35세 이상 5.29±.78

교육수준

전문대졸 4.82±.73

5.600 .001
4년대졸 4.90±.65

대학원졸 5.34±.66

기타 4.69±1.09

결혼

기혼 5.22±.68

15.173 .000미혼 4.77±.70

기타 5.00±.47

병원유형

대학병원 4.92±.69

2.052 .071

종합병원 4.76±.67

재활전문병원 5.00±.82

개인병원 4.85±.65

복지관 5.36±.67

기타 4.66±.44

근무부서

운동치료실 4.91±.73

1.645 .147

열전기치료실 4.80±.71

소아치료실 4.98±.62

수치료실 5.75±.00

병동치료실 5.91±.00

기타 5.01±.76

치료유형환자

근골격계환자 4.90±.74

2.36 .053

소아 5.03±.62

신경계환자 4.87±.72

호흡기환자 5.92±.00

심혈관계환자 -

기타 4.06±.10

근무형태
정규직 4.97±.73

.122 .000
비정규직(계약, 인턴) 4.58±.59

근무경력(총)

3년 미만 4.66±.67

13.374 .000
3년 이상～5년 미만 4.86±.65

5년 이상～10년 미만 5.02±.66

10년 이상 5.31±.78
a
평균±표준편차.

표 3.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파워먼트 (N=352)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3호

PTK Vol. 15 No. 3 2008.

- 76 -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효과성 직무만족

역량 .438*

자기결정성 .428* .257*

효과성 .191* .231* .421*

직무만족 .318* .116* .325* .319*

조직몰입 .417* .311* .177* .084 .582*

*p<.01.

표 4.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 (N=352)

구에서는 소속병원과 병상 수만이 임파워먼트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Wilson과 Laschinger(1994)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만이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결과

에 따라서 특성별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선 의료기관

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적합한 관리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임파워먼트에 영

향을 준다는 결과는 교육을 통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임파워먼트가 높아질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들이 정규적으

로 받는 보수교육이외에도 교육에 대해 동기부여 될 기회

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무 경력

과 근무형태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에서의 근무 형태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의료 직종에 대

한 국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다.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

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양균 등(2003)은 치과위

생사의 만족도에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은행원을 대상으로 한 최현미(2000)의 연구에서

는 임파워먼트의 각 구성요소가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

계가 있고 특히 의미성은 높은 영향력을 준다고 하였

다. 이는 병원종사자가 인지하는 임파워먼트의 구성요

소(의미성, 자기결정성, 역량, 영향력)가 직무만족, 조직

몰입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파워먼트의 구

성요소 중 의미성(meaning)이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 박재산(2004)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즉 자기 자신이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직

위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가치가 증대될 때 직무만족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희경(1999)

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정해주(1998)의 연구에서도 임파

워먼트의 각 요소별로 의미성, 자기 결정성, 역량, 효과

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

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경로분석에서 직무만족은 의미성

과 자기결정성, 조직몰입은 의미성과만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차윤석(1996)은 집단 임파워먼트 도구를 개인

수준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는데 임파워먼트의 요소인 의

사결정시 지각되는 개인의 역량, 과업 목표 달성을 위

한 지각된 개인 역량, 업무 수행시 갖는 결정, 조직에

대한 지각된 임파워먼트는 내재적, 외재적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나 조직몰입과는 부분적으로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임파워먼트 요소는 정서적 몰

입, 규범적 몰입과는 양의 관계를 가지나 계속적 몰입

과는 관계가 없고 조직에 대한 지각된 임파워먼트는 계

속적 몰입과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 결과

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길모(1999)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양균 등(2004)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Wilson과 Laschinger(1994)의 연구에서는 Kanter(1977)

의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몰입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

여 주었다. 김금수(1999)는 제조업체의 직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의 요소 중 의미성과 영향력

만이 조직몰입의 충성심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 의미성

과 결단력은 애사심과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는 자신의 직무에 많은 가치나 의미성을 부여할수록 조

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고 자신의 업무결과가 조직

의 성과나 업무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한

다. 또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고 스스로의 결

정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방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

할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높아짐을 의

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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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이는 첫째는 사용된 임파워먼트의 측정도구가

다른 이유를 들 수 있겠고 둘째는 연구의 대상자가 다

른 이유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국한

되어 연구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결과

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의 치료 현장에 적절하고 물리

치료사들의 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용어들로 재구성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다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선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 중 의미성이 다른 요소에 비해

역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

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금수(1999)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요소만이 조직몰입의 충성심과 애

사심에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정해주(1998)의 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연구하였는

데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은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일 때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고 하

였다(박재산, 2004; 박현희 등, 2006). 물리치료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같은 심리적 특성의 다양한

독립변수들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하고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한다면 임파워먼트

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부서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

규직 근무형태로 일하는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서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비교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에

서도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대상자

가 있었으므로 이런 차이가 조직몰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으로 서울과 수도

권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대한민국에서 근

무하는 모든 물리치료사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표준화된 도구

이지만,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법에 의존하여 측

정,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게재

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Ⅴ. 결론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권한을 배분한다는 의미를 넘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켜 그들이 단순히 원하는 욕구

를 채워주거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많은 병원에서 병원종사자의 업무관련 스

트레스를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임파워먼트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

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는 보건의료

관련 직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직종과의 비교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

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간호사, 치위생사 그리고 다른 병

원종사자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고, 직무만족, 조직

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

치료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무스트레스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과 직무만족

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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