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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factors and the correlations of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in hospital 
dietitians. Burnout was classified into three sub-concepts: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Job satisfac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three sub-concepts, including relationships, 
self-realization, and advancement opportuniti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dietitian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of over 400 be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emotional 
exhaustion were health, work hours, number of intern dietitians, self-esteem, level of responsibility, whil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depersonalization were relationships with coworkers, and role ambiguity. Personal ac-
complishment was influenced by age, the number of staff dietitians, the general number of managed workers, 
and self-esteem. In terms of job satisfaction,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age and relationships with super-
visors, while self-realization was influenced by work hours, health, the number of patient meals, and role 
ambiguity. Age, job regularity, business management, role ambiguity, and relationships with supervisors also 
affected advancement opportunities.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
ments, which represented burnout,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self-realization 
and advancement opportunities. Dietitians with low job satisfaction were likely to experience burnout. These 
results suggest that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re influenced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re in-
dividual or organizational problems encountered by hospital dietitians. Therefore, managers as well as die-
titians need to understand these factors and overcome them through communication and mutual support.

Key words : hospital dietitian, burnout, job satisfaction, correlation



196 | 병원 영양사 소진과 직무만족 요인 및 상관관계 연구

서 론

우리나라 병원경영의 외부적인 환경은 제도적 틀

이 변화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Yang 2001), 
여기에 소비자들의 욕구 증대 및 매스컴을 통한 병

원서비스의 개선요구 증대, 병원 공급의 과잉현상 

등으로 병원경영에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병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Hwang & Kwon 2008). 이에 병원들은 주어

진 자본 내에서 내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용 

극소화 및 생산성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병원 영양부서에는 영양사의 인력축소

나 영양사의 업무과중, 임상영양관리와 급식관리 업

무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
로 인하여 영양사 본연의 역할과 실제의 활동에 많

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직무에 대한 만족도

를 감소시키며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즉 소진

을 유발할 수 있게 되었다(Kim 1992; Lee 1994; Lyu 
등 1995; Yoon 등 2009).

소진을 직무와 관련하여 처음 사용한 것은 1974
년 New York Clinic의 Freudenberger인데, 그는 사회

사업가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로, 탈진, 의욕상실

을 보이기 시작하여 마침내 대상자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정서적, 신체적 고

갈상태를 소진으로 정의하였다. Perlman & Hartman 
(1982)은 소진이란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

한 반응으로서 정서적 및 신체적 탈진과 업무생산

성의 저하, 그리고 비인간화 현상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다. 또 이는 신체적, 정
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로서 신체적 박탈감, 무력감, 
절망감, 정서적 고갈, 부정적 자아개념과 직업, 삶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로 표현될 수 

있다(Johnson & Stone 1987).
소진의 정의는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이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고 직

무와 관련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보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첫째,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과도한 고갈의 

상태를 경험하고, 둘째, 개인이나 대상자 그리고 기

관의 측면에서 부정적, 비인격적 태도의 증가를 보

이며, 셋째, 직무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상실하여 결

국 이직이나 퇴직을 함으로써, 일상적인 삶과 직업

에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과정이라

는 것이다.
Maslach & Jackson(1981)은 소진을 감정적 고갈, 

대상자에 대한 비인격적 태도의 증가 및 개인적 성

취감의 감소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Courage & Wil-
liams(1987)은 개인적인 요인, 대상자 요인, 조직적인 

요인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 병

원 영양사의 소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다차원

적인 접근은 관련문헌(Maslach & Jackson 1981; Choi 
1994; Park 1998)을 토대로 병원 영양사의 소진상황

으로 수정하여 감정적 고갈, 대상자(환자, 피급식자, 
조리종사자)의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감

소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의 개념은 한마디로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Gregoire & Spears(2007)는 직무만

족이 동기부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며 

종업원의 직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환경적 요소나 상황적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고 하였으며, Campbell & Scarpello(1983)은 직무만

족을 개인욕구의 충족수준, 목표달성 여부 또는 

개인의 가치 등이 직무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지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서 Lee(2010)는 조직내부의 정책과 방침,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직무가치나 자부심, 근무조건과 분

위기, 지원체계 등의 요인을 들었고, Han(1999)은 

대인관계, 직무태도, 직장의 안전성, 작업조건, 직

무수행의 성취감, 급여, 복지혜택 정도 등을 들었

으며, Lee & Lee(2000)는 동료들과의 관계, 직무자

체, 상위자의 감독, 급여, 승진 등을, Lee & Kim 
(1996)은 대인관계, 직무취향, 감독, 성취, 급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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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복지, 업무의 전문성, 근무조건 등을 들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병원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하

여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과 직무에 대한 자아실현

만족, 성취감과 보수, 승진 등의 향상기회만족으로 

나누었다.
소진과 직무 불만족(job dissatisfaction)이 같은 개

념인지, 소진이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과 소진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져 왔는데(Lee 1993; 
Poulin & Water 1993), Schuler(1980)에 의하면 동태

적 상황이 한 개인에게 기회로 보이느냐 혹은 제약 

또는 욕구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Lee & Im(2008)은 직무만족과 소진

이 서로 분리되는 별개의 구성개념이지만 하나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경영 실무적 차원에서 직무만족을 

통해 소진을 낮출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통해 불가

피하게 나타나는 소진현상을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

다고 하였다.
Ko & Hwang(2010)에 의하면 전북지역 소재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을 정서적 

탈진과 성취감 저하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소진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의 수준은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Park(2009)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진의 하위개념인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가 직무만족에 음(－)의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Sung 등(2007)은 종

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소진과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면

서 소진과 직무스트레스는 양(＋)의 관계, 직무스트

레스와 직무만족도는 음(－)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

서 직무만족도 상승을 위하여 소진과 직무스트레스

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들처럼 서비스 종사자와 전문직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관

계를 연구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영양사들

을 대상으로 한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소진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병원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를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과 직무에 대한 자아실현만족, 
성취감과 보수, 승진 등의 향상기회만족으로 나누

었고, 소진을 감정적 고갈, 대상자의 비인격화, 개

인적 성취감의 감소로 분류한 후,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의 구조적 특

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병원 영양사가 경험하는 소진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여, 직무만족과 소진

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병원 영양부서의 효율적

인 운영과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병원 영양사는 서울, 경인지역의 400병
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252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188명이 응답하였

으며, 이 중 직영운영 병원의 영양사가 100명, 위탁

운영 병원 영양사가 88명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

감, 조직적 요인,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변수로 두고 

직무만족과 소진경험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병원 영양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

이, 결혼여부, 학력, 경력, 고용형태, 주당근무시간, 
직위, 소속, 자격증 유무, 업무형태, 수련경력, 숙련

도, 연봉, 건강상태 등 총 12문항이며,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으로 관련 문헌(Poulin & Water 1993; Choi 
1994)을 참고로 병원 영양사의 소진에 맞게 수정, 보
완하였다. 조직적 요인 중 업무와 관련된 역할모호

성(5문항), 자율성(3문항), 업무량(9문항)은 지각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헌(Sief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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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Age (year)

Less than 27  65  34.5

28 through 31  61  32.5

More than 32  59  31.4

No response   3   1.6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13   6.9

University  97  51.6

Graduate school  77  41.0

No response   1   0.5

Former 
career

Less than 14 months  29  15.4

15 through 36 months  27  14.4

More than 37 months  30  16.0

No response 102  54.2

Employment
type

Regular 158  84.0

Contracted  21  11.2

Part-time   7   3.7

Others   2   2.1

Work 
hours/week

Less than 44 hours 109  58.0

More than 45 hours  76  40.4

No response   3   1.6

Job title

Manager  39  20.7

Chief dietitian  32  17.0

Staff dietitian 109  58.0

Others (part-time dietitian)   5   2.7

No response   3   1.6

Affiliation

Hospitals (with self-op 
foodservice) 100  53.2

Hospitals (with contract- 
managed foodservice)  48  25.5

Contract management 
companies  40  21.3

Total 188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등 1991; Choi 1994; Park 1998)을 참고로 개발하였

고, 조직적 요인 중 인간관계요소는 관련 문헌(Choi 
1994; Park 1998; Han 1999)을 토대로 대상자와의 관

계(8문항), 동료 영양사와의 관계(4문항), 상사와의 

관계(4문항: 관련문헌 Lee 1993; Park 1998)의 총 3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병상수(허가/가동), 가동률, 영양부서 

직원현황, 1일 급식수(환자, 직원), 급식위탁 여부 및 

계약방식의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소진은 관련

문헌(Maslach & Jackson 1981; Choi 1994; Park 1998)
을 토대로 병원 영양사의 소진상황으로 수정하여 감

정적 고갈(9문항), 대상자의 비인격화(5문항),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8문항)로, 직무만족도는 Cho(1989)의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대인관계

만족(5문항), 자아실현만족(6문항), 향상기회만족(6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 직무만족도의 설문 문항

은 5점 척도로(소진 내용만 7점 척도임) ‘전혀 그렇

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소진은 7
점)으로 표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PC＋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는데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고, 
병원운영형태(직영, 위탁)에 따른 영양사의 소진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
gression) 방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조

사하였다. 이 방법은 단계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

성, 병원의 구조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

을 차례로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유의성이 높

은 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
gression을 이용하였다. 이때 성별, 직위, 나이 등은 

항목변수이기에 회귀분석을 위하여 dummy화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 병원 영양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영양사의 나이는 67.0%가 31세 이하였

고, 최종학력은 92.6%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전직경

력은 45.8%가 있었고, 84.0%가 정규직이었다.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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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Certificate/ 
license1)

Cook 105  55.9

Dietitian 188 100.0

Clinical dietitian  99  52.7

Others  22  11.7

Duty

General management  33  17.6

Foodservice management  58  30.9

Clinical nutrition 
management  46  24.5

Both foodservice & clinical 
nutrition management  44  23.3

No response   7   3.7

Training 
period

Nothing  55  29.3

Less than 6 months  86  45.7

More than 7 months  45  23.9

No response   2   1.1

Expected 
training 
periods

Less than 2 years  30  16.0

2 through 3 years  86  45.7

More than 3 years  70  37.2

No response   2   1.1

Annual 
salary

Less than a 15 million won  45  23.9

15 through 20 million won  38  20.2

20 through 25 million won  54  28.7

More than 25 million won  48  25.5

No response   3   1.6

Health 
status

Poor  17   9.0

Normal 110  58.5

Good  60  32.0

No response   1   0.5

Total 188 100.0
1) Multiple choices available

Table 1. Continued.

근무시간은 44시간 이하가 58.0%였고, 직위는 일반

영양사가 58.0%이었으며, 소속은 직영이 53.2%, 위

탁 본원이 25.5%, 위탁 수탁이 21.3%였다. 임상영양

사 자격증은 52.7%가 소지하고 있었고, 담당업무의 

형태는 55.4%가 급식과 임상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수련경력은 있는 경우가 69.6%였다. 업무숙련 예상 

기간은 45.7%가 2∼3년 미만이었고, 연봉은 1,500만
원 미만부터 2,500만원 이상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

를 나타냈으며, 건강상태는 90.5%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조사대상 병원의 급식운영 형

태는 환자식이 직영 30곳(56.5%), 위탁 23곳(42.6%)
이었으며, 직원식의 경우에는 직영 23곳(42.6%), 위

탁 29곳(53.7%)이었다.

2. 병원 영양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병원 영양사의 소진을 감정적 고갈, 대상자의 비

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항목으로 나누어 각

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Table 2).

1) 감정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감정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으로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의 

구조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이 합쳐 감정

적 고갈의 61.20%를 설명하였다.
먼저 A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로만 구성

되었을 때, 건강상태(P＜0.01), 근무시간(P＜0.05), 나
이(P＜0.05)가 영향력을 나타냈고,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값은 0.339이었다.
B단계에서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추가하였을 

때, 수련영양사수가 영향력을 나타냈는데(P＜0.05), 
그때의 결정계수 값은 0.439로서 A단계에 비하여 

모델의 설명력이 10.00% 정도 증가되었다. 이는 수

련영양사수가 많을 경우 업무 지도를 해야 하는 

양이 증가되기에 감정적 고갈을 느끼는 것으로 생

각된다.
C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을 때, 유의수

준 0.001에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고, 결정계수 값

은 0.593이었으며 B단계에 비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15.40% 정도 증가시켰다.
마지막 단계인 D단계에서 조직적 요인을 추가하

였을 때, 유의수준 0.01에서 업무량이 영향력을 나타

냈고, 결정계수 값은 0.612로 C단계에 비하여 모델

의 설명력이 1.90% 정도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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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Beta Standard 

error Partial R2 F value R2

Emotional 
exhaustion

A 1 Health －0.250** －0.213 0.089 0.212 20.926*** 0.339

2 Work hours   0.033*   0.175 0.015 0.300 16.529***

3 Age －0.031* －0.178 0.014 0.339 13.019***

B 4 Number of intern 
dietitian 

  0.106*   0.172 0.047 0.439 14.688*** 0.439

C 5 Self-respect －0.993*** －0.414 0.190 0.593 21.535*** 0.593

D 6 Workload   0.455**   0.232 0.145 0.612 21.730*** 0.612

Deperson-
alization

A 1 Health －0.119 －0.117 0.101 0.074  6.222* 0.126

2 Internship －0.164 －0.077 0.207 0.126  5.555**

C 3 Self-respect －0.361 －0.173 0.233 0.244  8.193*** 0.244

D 4 Relationship with 
coworkers 

－0.535** －0.309 0.178 0.339  9.602*** 0.373

5 Role ambiguity   0.469*   0.223 0.235 0.373  8.788***

Decreased 
personal 

accomplishment

A 1 Age －0.034** －0.293 0.010 0.171 16.092*** 0.234

2 Health －0.086 －0.112 0.068 0.234 11.781***

B 3 Number of staff 
dietitians

  0.104**   0.692 0.029 0.376 15.249*** 0.441

4 Number of managed 
workers

－0.193* －0.448 0.079 0.441 14.809***

C 5 Self-respect －0.448** －0.284 0.147 0.504 15.031*** 0.504

A: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etitians, B: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C: self-respect, D: organizational factors
*P＜0.05, **P＜0.01, ***P＜0.0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burnout.

2) 대상자의 비인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병원 영양사의 대상자의 비인격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으로 병원 영양사의 개인

적 특성, 병원의 구조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들을 합쳐서 분석해보니 대상자의 비인격화를 

37.30%로 설명하였다.
요인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하여 A단

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만 구성되었는데, 결

정계수 값은 0.126이었으나, 유의수준 0.05에서 영향

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다.
또한, B단계에서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추가하였

을 때도 유의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없어

서 표에서 생략하였다.
C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을 때, 결정계

수 값은 0.244로 전 단계에 비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11.80% 증가되었으나, 유의수준 0.05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D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조직적 요인을 추가시켰

는데, 동료영양사와의 관계(P＜0.01), 역할모호성(P＜ 

0.05)이 영향력을 나타났고, 결정계수의 값은 0.373
이었으며, 모델의 설명력이 12.90% 정도 증가되었다.

3)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분석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으로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병원의 구조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으

로 하여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를 50.40% 정도 설명

하였다.
A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만으로 구성되었

을 때, 나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고(P＜0.01), 이때의 



J Korean Diet Assoc 16(3):195-207, 2010 | 201

Steps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Beta Standard 

error Partial R2 F value R2

Relationship

A 1 Age   0.015*   0.162 0.006 0.172 16.408*** 0.172

B 2 Number of intern 
dietitian

－0.005 －0.017 0.022 0.227 11.432*** 0.227

D 3 Relationship with 
supervisors

  0.589***   0.753 0.056 0.682 55.106*** 0.682

Self-
realization

A 1 Work hours －0.024* －0.229 0.010 0.225 22.923*** 0.366

2 Health   0.141**   0.187 0.049 0.318 18.162***

3 Regular job   0.293   0.197 0.135 0.366 14.797***

B 4 Patient meals －0.000* －0.192 0.000 0.441 15.009*** 0.441

C 5 Self-respect   0.093   0.080 0.114 0.485 14.151*** 0.485

D 6 Ambiguity of role －0.383** －0.112 0.114 0.554 15.294*** 0.554

Advancement 
opportunities

A 1 Age   0.013*   0.178 0.007 0.230 23.648*** 0.379

2 Regular job   0.279**   0.239 0.093 0.302 16.871***

3 Business management   0.219*   0.208 0.090 0.342 13.342***

4 Foodservice & 
clinical management

  0.077   0.077 0.083 0.379 11.603***

B 5 Number of manager －0.067 －0.117 0.043 0.431 11.363*** 0.431

C 6 Self-respect   0.004   0.039 0.089 0.487 11.727*** 0.487

D 7 Relationship with 
supervisors

  0.217**   0.278 0.057 0.587 14.798*** 0.633

8 Role ambiguity －0.276** －0.278 0.091 0.633 15.532***

A: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etitians, B: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C: self-respect, D: organizational factors
*P＜0.05, **P＜0.01, ***P＜0.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job-satisfaction.

결정계수 값은 0.234였다.
B단계에서 병원의 구조적 특성이 추가시켰을 때, 

일반 영양사수(P＜0.01), 사무직수(P＜0.05)가 영향력

을 나타났고, 그때의 결정계수 값은 0.441로서 모델

의 설명력이 20.70% 정도 증가되었다.
C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추가시켰을 때, 결정계

수 값 0.504로 영향력을 나타냈고(P＜0.01), B단계에 

비하여 모델의 설명력이 6.30% 증가되었다.
D단계에서 조직적 요인이 추가되었을 때, 유의수

준 0.05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으므로 

표에서 생략하였다.

3. 병원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병원 영양사의 직무만족을 크게 대인관계만족, 자

아실현만족, 향상기회만족으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1) 대인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의 구

조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이 합쳐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를 68.20% 설명하였다.
A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으로 구성되었을 

때, 그 결정계수 값은 0.172이었고, 나이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P＜0.05). B단계에서 병원의 구조적 특성

의 결정계수는 0.227로 모델의 설명력을 5.50% 정도 

증가시켰으나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고, C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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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Steps Factors

Emotional 
exhaustion

A Health (－), Work hours (＋), Age (－)

B Number of intern dietitians (＋)

C Self-respect (－)

D Workload (＋)

Depersonaliza-
tion

A -

B -

C -

D Relationship with coworker (－), 
Role ambiguity (＋)

Decreased 
personal 

accomplishment

A Age (－)

B Number of staff dietitians (＋), 
Number of managed workers (－)

C Self-respect (－)

D -

A: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etitians, B: structural charac-
teristics of hospitals, C: self-respect, D: organizational factors

Table 4. Independent factors that influence burnout of hospital 
dietitians.

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추가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인 D단계에

서 조직적 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상사와의 관계가 

유의적 영향력을 나타냈고(P＜0.001), 결정계수 0.682
로 설명력이 모델 C에 비하여 45.50% 증가되었다.

2)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는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의 구조

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들 모두를 복합시

켰을 때는 개인적 성취감이 55.40% 감소되었다.
A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으로 구성되었을 

때, 결정계수는 0.366이었고, 근무시간(P＜0.05), 건

강상태(P＜0.01)가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B단계에서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추가시켰을 때, 환자식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P＜0.05), 그때의 결정계수

는 0.441로 모델의 설명력을 A단계에 비하여 7.50% 
정도 증가시켰다. C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추가시

켰을 때 결정계수는 0.485로 B모델에 비하여 설명

력이 4.40% 정도 증가되었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D단계에서 조직적 요인을 추가시켰을 때, 역할모호

성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P＜0.01), 결

정계수 값은 0.554로 C단계에 비하여 설명력이 

6.90% 정도 증가되었다.

3) 향상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향상기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 병원 영양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

의 구조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이 합쳐 

대상자의 비인격화를 63.30% 설명하였다.
A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으로 구성되었을 

때, 나이(P＜0.05), 정규직(P＜0.01), 제반관리업무(P＜ 

0.05)가 영향력을 나타냈고, 결정계수는 0.379였다. B
단계에서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추가시켰을 때, 결

정계수 값은 0.431로 모델의 설명력을 5.10% 정도 

증가시켰으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없

었다. C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추가시켰을 때, 결정

계수는 0.487로 B모델에 비하여 설명력은 5.60% 증
가시켰으나 역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D단계에서 조직적 요인을 추가시켰을 때는 역할 

모호성, 상사와의 관계가 영향력을 나타났고(P＜0.01), 
결정계수는 0.633이었으며 C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14.60% 정도 증가되었다.

4. 병원 영양사의 소진 경험정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병원 영양사의 소진 경험정도,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4, 5와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영양사일수록 소

진(감정적 고갈)의 경험정도는 높게, 직무만족도(자
아실현만족)는 낮게 나타났고, 나이가 적을수록 소

진(감정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경험정도는 

높게, 직무만족도(대인관계만족, 향상기회만족)는 낮

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이 길수록 소진(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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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atisfaction Steps Factors

Relationship

A Age (＋)

B -

C -

D Relationship with supervisors (＋)

Self-realization

A Work hours (－), Health (＋)

B Number of patient meals (－)

C -

D Role ambiguity (－)

Advancement 
opportunities

A Age (＋), Regular job (＋), Business 
management (＋)

B -

C -

D Role ambiguity (－), Relationship with 
supervisors (＋)

A: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etitians, B: structural charac-
teristics of hospitals, C: self-respect, D: organizational factors

Table 5. Independent factors that influence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dietitians.

Burnout
Job

satisfaction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
alization

Decreased 
personal 

accomplish-
ment

Relationship －0.388** －0.333** －0.340**

Self-realization －0.640** －0.391** －0.448**

Advancement opportunities －0.555** －0.437** －0.561**

**P<0.01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dietitians.

고갈)의 경험 정도는 높게, 직무만족도(자아실현만

족)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영양사이거나, 
제반관리를 하는 영양사일수록 직무만족도(향상기회

만족)는 높게 나타났다.

2) 병원의 구조적 특성 요인

수련영양사수가 많을수록 소진(감정적 고갈)의 경

험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일반영양사수가 많을수록, 
사무직수가 적을수록 소진(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의 

경험 정도는 높았으며, 환자식수가 적을수록 직무만

족도(자아실현만족)가 높게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낮은 영양사일수록 소진(감정적 고

갈,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경험정도는 높게 나타났

으나, 직무만족도(자아실현만족, 향상기회만족)에 대

해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4) 조직적 요인

업무량이 많을수록 소진(감정적 고갈) 경험 정도

는 높게, 동료영양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역
할모호성이 클수록 소진(대상자의 비인격화)의 경험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사와의 관계가 좋을

수록 직무만족도(대인관계만족, 향상기회만족)는 높

게, 역할모호성이 적을수록 직무만족도(자아실현만

족)는 높게 나타났다.

5. 병원 영양사의 소진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소진의 변인인 감정적 고갈, 대상자의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는 직무만족도의 변인인 대인

관계만족, 자아실현만족, 향상기회만족 모두에 대하

여 Table 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고 찰

Song 등(2007)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

도 영향 요인을 연구한 조사를 보면 직무소진의 하

위영역을 소진, 냉소, 직업자신감으로 나누어 구분

하였고, Han(1999)은 위탁급식소 급식관리자들의 직

무만족 정도를 대인관계와 직무에 포함된 자아실현

정도 및 인정할 수 있는 향상기회의 3가지 차원으

로 나누어 접근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400병상 이

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을 대상

으로 소진의 경험정도를 감정적 고갈, 대상자의 비

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로, 직무만족은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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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만족, 자아실현만족, 향상기회만족의 각각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연구한 Choi(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감정적 고갈, 대상자의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가 높았고, 이 중 감정적 고갈

은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건강상태와 업무량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원봉사자

를 대상으로 소진 요인을 연구한 Park(1998)의 연구

에서도 건강상태, 근무시간, 자아존중감, 업무량은 감

정적 고갈의 정도에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소진의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감정적 고갈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 요인 중 업무량이 영향

력을 크게 나타내었는데, 이는 업무가 과중될수록 

감정적으로 고갈상태를 느낌을 알 수 있었다. 또 소

진의 내용 중 두 번째 대상자의 비인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적 요인에서만 나타났는데, 동료

영양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역할모호성이 적을수록 대상자에 대한 비

인격화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을 달리한 선행연구(Choi 
1994; Park 1998)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료와의 관계

만 같은 결과였을 뿐 변수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

냈는데, 이는 연구대상별로 대상자의 비인격화의 지

각정도가 변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진의 세 번째 내용인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나이와 일반영양사수, 사
무직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근무경력이 짧고, 조직적 사고 능력의 습득이 상대

적으로 적어서인 것으로 여겨지며, 일반영양사수가 

많을수록 승진의 기회 등이 적고, 사무직수가 적을

수록 영양사의 잡무가 많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아존중감도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 영향력이 크게 나왔는데 이는 선행연구들

(Choi 1994; Park 1998)과도 같은 결과였다.
직무만족의 첫 번째 내용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나이와 

조직적 요인 중 상사와의 관계가 유의적인 영향력

을 보여주었는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

이나 직위가 높고 전반적 사고와 이해의 폭이 넓어

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며, 상사와의 관계

가 좋을수록 대인관계만족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위탁급식소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Han 

(1999)은 성별, 결혼여부, 연령, 교육 정도, 연봉에 

따라 대인관계 만족에 차이가 있었고, 성별, 결혼여

부, 연령, 교육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연봉에 따라 

자아실현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직급, 업
무시간, 현직장 근무경력에 따라 향상기회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식소 특성에 따

른 직무만족도는 급식소의 계약방식, 식비부담자에 

따라 대인관계, 자아실현, 향상기회 만족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기업 위탁급식 영양사들의 직무만족

도는 업무규모가 커질수록, 분명한 역할, 자율성이 

많고 고객사 직원과의 의사소통,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연구대상과 

업무환경,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의 지각정도 등의 

차이에 따라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무만족 중 자아실현은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환자식수가 적을수록, 근무시간

이 짧을수록, 자신의 영양사로서 역할에 대한 모호

성이 적을수록 자아실현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역할모호성과 근무시간은 Han(1999)의 연구에

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향상기회만족은 정규직일수록, 역할모호성이 낮을

수록, 상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았고, 제반관리 

업무를 하는 영양사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유의적

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와 역할

이 명확한 영양부서에서 근무할 경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영양사의 경우 향상기회

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역할모호

성은 대상을 달리한 Han(199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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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영양부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고 

업무에 대한 개인적 성취감이나 효과성을 느끼지 

못하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크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소진의 경험정도와는 음(－)의 상관

관계를, 직무만족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인다. 또 소진의 경험정도 변인들과 직

무만족도 변인들을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로 

조사되어, 병원 영양사의 소진은 직무만족도와 매우 

유의적인 상관관계임이 확인되었고, 직무만족도가 

낮은 영양사일수록 소진의 경험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소진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며 다른 사람을 회피

하는 경향이 있고 환경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적

응한다고 한다. 또 자기증오, 열등감을 경험하며 자

신감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쉽게 소

진되는 성격과도 연결된다고 한다(Cherniss 1980; 
Fisher & Beer 1990). 또한 자아존중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일에 대한 기대와도 관

련이 있다고 한다(Song 1991). 비현실적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쉽게 소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회사업가를 대상

으로 한 Choi(1994)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

록 감정적 고갈, 대상자의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의 감소가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

상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직무만족도 요인으로 

인간관계면의 내용을 강조한 Lee & Lee(2000)의 연

구와 직무만족 분야에서 동료 영양사와의 관계에 

가장 만족한 것으로 조사된 Lee & Kim(1996)의 연

구에서처럼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직무만족

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병원 영양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느끼는 소진 경험정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진을 감정

적 고갈, 대상자의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로, 직무만족은 대인관계만족, 자아실현만족, 향상기

회만족으로 나누어 분류한 뒤,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병원의 구조적 특성, 
자아존중감,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병원 영양사들의 소진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비교하여 소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영양부서의 효율적인 관리의 제고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영양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진을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

하여 알아본 결과, 감정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는 건강상태, 근무시간, 나이, 수련영양사수, 자

아존중감, 업무량이 있었고, 대상자의 비인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동료영양사와의 관계, 역할

모호성이었으며,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나이, 일반영양사수, 사무직원의 수, 자
아존중감이었다.

둘째, 병원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를 세 가지 내용

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상사와의 관계이었고, 자아실현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근무시간, 건강상태, 환자식수, 역할모호

성이었으며, 향상기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정규직, 제반관리업무, 역할모호성, 상사와의 

관계였다.
셋째, 병원 영양사들의 소진 경험정도와 직무만족

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소진을 나타내는 감정적 

고갈, 대상자의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는 

직무만족도를 나타내는 대인관계만족, 자아실현만족, 
향상기회만족에 대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으므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영양사일수록 소진의 경

험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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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병원 영양사들의 소진 경험 정

도와 직무만족도는 영양사 개개인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특성이나 속해있는 부서의 내부적, 또는 외

부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므로 병원의 영양부서 관리자들과 영양사들은 이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적 차원의 외적 환경을 이

해하고 내부적 운영의 모순들을 관리자와 영양사들

이 충분한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극복하여

야 하겠다. 또한 영양사들의 자질 형성이나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자부심을 스스로 키우려 노력

하는 자세와 이를 지원해주는 조직차원의 관리방침

도 요구된다. 즉 개인적인 요인과 조직적인 요인들

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보다는 영양부서 조직

과 구성원인 영양사들이 서로의 문제를 교류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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