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상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잘 지도해준다

내 상사는 부하직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대체로 잘 받아들이

는 편이다

내 상사는 부하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내 상사는 부하직원들의 직장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 병원의 최고경영층은 병원의 장기계획과 목표를 사원들

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우리 병원의 최고경영층은 훌륭한 리더쉽을 가지고 있다

우리 병원의 최고경영층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다

우리 병원의 최고경영층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

다

나는 병원의 정책 우리 부서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받고 있다

나는 내 직무성과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병원의 승진관리원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내 성과평가의 결과가 나의 임금 승진 등에 어떻게 반영되

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채용과정에서 병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

나는 병원의 중요한 일에 관해 주로 소문을 통해 먼저 알게 

된다

병원에 필요 이상의 기밀이 많다

설문지

다음은 직장 내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 속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 ✓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의 정보흐름의 방향은

매우 하향적인 편이다 하향적인 편이다 상하향비슷하다 상향적이다
매우 상향적인 편이다

귀하의 병원에 라인을 통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은 어떠합니까

전혀없다 적은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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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업무는 복잡하며 수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나의 업무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나의 업무는 서로 성격이  다른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업무는 시작부터 완수할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일이다

나의 업무는 대부분 내가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혼자서 

하는 일이다

나의 업무는 어떤 일의 한 부분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

다

나의 업무는 처리 결과에 따라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우리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 내가 맡고 있는 업무

는 중요하다

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

여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업무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나의 업무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로 이루

어져 있다

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금방 알 

수 있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

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업무가 끝나면 처리가 잘되었는지 여부를 상사나 동료

에게 듣지 않아도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

✓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 직무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병원 내 승진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현 직무가 자기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현재 보수수준은 직무수행에 비해 공정하다고 생각한

다

현재의 직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직무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다

현재 내가 받는 급여는 만족스럽다

나의 업무를 통해 지적인 자극과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병원은 직원 전체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나의 상사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적극 보장해준다

나는 열심히 근무하여 성과를 올리면 승진이나 성과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업무수행에 걸맞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직장 내 동료들 간에 업무상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근무조건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나는 현재의 직장을 옮길 생

각이 있다

다음은 직무만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 ✓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합한 번호에 기재 및 번호에 체크 ✓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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