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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12-0201

자 료 명 제약영업사원의 직무 및 조직에 대한 태도 조사, 2012

    ※ ID NO. 

제약영업사원의 개인-직무 적합/ 개인-조직 적합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제약영업사원의 개인-직무, 개인-조직적합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 개인정보의 비밀을 절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문 응답자의 일원으로 귀하의 성실한 응답 여부는 

본 연구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응답 중 궁금하신 경우에는 경영연구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조사자 :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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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무 적합에 관한 설문

다음은 귀하의 개인-직무 적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란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평가척도

전혀그렇지않다 ---보통-----매우그렇다

1.나의 능력은 내가 하는 업무 요구에 

적합하다.
  ①---②---③---④---⑤---⑥---⑦

2.나는 내가 하는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3.내가 하는 업무조건과 나의 능력간에는 

일치가 잘된다.
  ①---②---③---④---⑤---⑥---⑦

4.나의 퍼스넬리티(개성)는 이 업무와 잘 

일치한다.
  ①---②---③---④---⑤---⑥---⑦

5.나는 내가 하는 업무유형에 적합한 

유형의 사람이다. 
  ①---②---③---④---⑤---⑥---⑦

○개인-조직 적합에 관한 설문

다음은 귀하의 개인-조직 적합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란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평가척도

전혀그렇지않다 ---보통-----매우그렇다

1.나는 나의 개인적 가치가 우리 조직과 잘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우리 조직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나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3.우리 조직은 정직함에 대하여 나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4.우리 조직은 공정성에 대하여 나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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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관한 설문

다음은 귀하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란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평가척도

전혀그렇지않다 ---보통-----매우그렇다

1.나는 나의 근무환경에 만족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우리 회사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종사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①---②---③---④---⑤---⑥---⑦

3.나는 현재 우리 회상의 급여(본봉, 수당, 

보너스)의 지급체계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

4.우리 회사의 승진제도나 규정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매우 공정하게 운영된다.
  ①---②---③---④---⑤---⑥---⑦

○이직의도에 관한 설문

다음은 귀하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란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평가척도

전혀그렇지않다 ---보통-----매우그렇다

1.조만간 새 직장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고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2.나는 다른 직장에서 일해보고 싶다.   ①---②---③---④---⑤---⑥---⑦

3.나는 종종 현 직장을 떠나려는 생각을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4.만약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제의를 받으면 

나는 이 직장을 떠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5.현재보다 조금이라도 여건이 나빠진다면 

나는 이 직장을 떠날 것이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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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에 관한 설문

다음은 귀하의 조직몰입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란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

문항
평가척도

전혀그렇지않다 ---보통-----매우그렇다

1.나는 나 자신을 우리 회사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나는 우리 회사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3.우리 회사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소중하다.
  ①---②---③---④---⑤---⑥---⑦

4.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인구통계학적 설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세 이상

3. 귀하의 월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200만원 미만        ②201만원~250만원     ③251만원~300만원  

④301만원~350만원    ⑤351만원~400만원     ⑥401만원~500만원    

⑦501만원이상

4. 귀하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1년 미만            ②1년~3년 미만       ③3년~10년 미만

④10년~15년 미만     ⑤15년~20년 미만     ⑥20년 이상

5.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사원     ②주임     ③대리      ④과장     ⑤차장      ⑥부장      ⑦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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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팀원    ②팀장

7.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의원급(30bed미만)  ②준병원급(30~300bed)  

③대학병원 및 종합병원(300bed이상) 급

8.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①국내제약회사    ②외국계 제약회사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