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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방사선사가 인지하는 조직문화와 셀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고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2013년, 종합병원과 검진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상으로 하 다. 조직문화의 

체 평균은 3.55 으로 등도 으며, 신지향  조직문화, 계지향  조직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지향  조직문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직몰입은 여자가 남자 보다 높았으며(p=0.034), 연령은 50  이상 군이 가장 낮아서 다른 군들과 차이

가 있었다(p=0.004). 근무지에 따라서는 검진의원이 종합병원에 비해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모두에서 유의

하게 높았으며(p< 0.001),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p=0.011). 계지향  조직문화와 신

지향  조직문화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모두에서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고, 다른 조직문화도 양의 

향력을 나타내었다. 자기목표설정  자기 찰 리더십요인이 각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가장 높은 

양의 련성을 나타내었다. 조직의 성과는 업무  신지향  문화속에서 조직유효성이나 의 효과성이 

향상된다.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목 , 목표라는 가치개념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 만족

도를 동시에 포 하는 개념임을 미루어 볼 때 방사선사의 조직문화는 업무지향  조직문화의 활성화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조직유효성∣조직문화∣셀프리더십∣직무만족∣조직몰입∣방사선사∣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oragnizational culture and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radio-technologists.  The dominant organizational culture was innovation oriented culture. The mean 

score of self-readership score was 3.35 out of a maximum 5 poi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ge, place of work, relational culture, hierarchial culture, self-goal 

establishmental leader ships. job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marital status, 

realational culture, self reward leaderships, self-goal establismental ledershi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development should be continued to develop the effective self-r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radio techn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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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병원조직은 각각의 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력이 공

동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는 노동집약 인 조직이다.  

최근 의료기 은 의료과학의 발달, 병원의 문화, 사용

자들의 의식수   보험제도의 변화, 의료시장의 개방 

등으로 속히 변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1]. 의 

방사선사는 이러한 시  변화에 부응하는 문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

아가 국민의 보건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지속 인 연구에 힘쓰고 있다[2]. 

조직문화란 한 조직 내의 구성원들 다수가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행 규범  양식 등을 통틀어 

말한다. 조직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결속시켜 주고 구

성원들로 하여  일체의식과 조직에 한 충성심을 갖

게 한다[3]. 한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과업

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조직의 성과

지향  변화 응력을 한 요한 요소로도 인식되고 

있다[4]. 이러한 것으로 조직문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 

양  내용에 직 으로 여하게 되고 사용자들의 욕

구를 충족시켜 으로써 결과 으로 조직 체의 효율

성증 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5]. 1980년 를 기

으로 이러한 조직문화에 한 심이 고조되어 많은 

서와 보고서들이 나왔고 많은 조직에서 조직문화에 

한 심이 증  하 다.

리더십은 집단 는 조직의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구

성원의 성취 지향  과업을 진시키며 집단의 유지와 

집단문화의 창출에 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6]. 통 인 리더십은 리더가 집단이 처한 상황과 집

단구성원의 특성이나 기 를 고려하여 구성원으로 하

여 집단목표를 달성하도록 사회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나[7] 이러한 개념에서는 리더십을 상

자와 하 자간에 일어나는 권력행사 차원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8]. 1980년 반 이후 등장한 

최근 리더십 이론을 살펴보면 셀 리더십은 조직의 과

업수행을 해 필요한 자기 지시와 자기 동기부여를 고

양시키기 하여 스스로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으로 정의 된다[9]. 이는 조직원들로 하여 우수한 성과

를 이루게 하는 극 이고 자발 인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자아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셀

리더십을 이끌어내어 조직에 의한 외부통제 신에 

내재  향력과 에 지를 자극, 활성화시키는 방향으

로 이끌어 자율 이고 열성 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해

야 한다[10].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효과 인가를 표시해주는 개념으로 조직의 성

과인 설정된 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며 일반 으로 

조직측면은 수익성․성장성 등 경제 ․재무  차원에

서, 구성원의 측면은 사기․직무만족․조직몰입 등 심

리 ․행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론

에서는 이들을 통합하여 조직과 구성원의 목 을 동시

에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11]. 이는 개인 인 차원을 

넘어 조직의 생존  효율성과 직결됨에 따라 조직평가

에 한 연구는 경 실무진  이론가들 심으로 지속

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조직에서도 조

직 리와 조직연구의 측면으로 조직유효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선사의 조직분야에서 조직유

효성에 한 연구는 직무만족,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이직의사 등 변수들 간의 단편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분야나 치 생분야에 비교하여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검진시설의 증가와 지역 

응 센타 혹은 암센타의 보 으로 의료기 에서의 방

사선사의 상  방사선사의 인력이 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사선사 조직 리의 측면에서 방사선

사의 조직유효성에 한 연구는  의료시 에 비추어 

필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사선

사가 인지하는 조직문화유형과 셀 리더십유형을 분석

하여 방사선사조직의 조직유효성에 한 련성을 살

펴보고자 하 다. 이는 방사선사 조직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2013년 3월에 서울, , 천안, 익산에 있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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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검진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상으로 연구

목 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 배포하거나 자메일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후 1주일 이내에 회

수하 다. 회수된 설문은 모두 220부 이었고, 이  부

한 응답지 30부를 제외한 190명을 최종 분석 상으

로 정하 다. 최종 분석 상자는 남자가 122명(64.2%), 

여자가 68명(35.8%)이었고, 평균연령은 35.28세(±9.29, 

범  22-56세)이었다.  

2. 연구도구 
조사내용은 일반  특징으로 성별, 연령, 근무지, 결

혼여부를 조사하 고, 병원종사자의 조직문화 20문항, 

셀 리더십 17문항, 조직몰입 13문항, 직무만족 11문항

으로 구성하 다. 먼  20명의 상자에게 비조사를 

실시하고 문가에게 조사내용의 합성을 타진하여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의 측정도구로 Quinn & 

McGrath의 연구[12]에서 제시된 경쟁가치 모델을 기본

으로 하여 Kim 등[13]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안하여 

사용하 으며, 요인 분석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계지향 , 신지향 , 계지향 , 업무지향  문화

로 구성하 다. 측정기 은 Likert 5  척도로 측정하여 

‘  그 지 않다=1 ’에서 ‘항상 그 다=5 ’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자료

의 내  일치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을 이용하

다. Cronbach' s α는 계지향  문화=0.83, 신지향

 문화=0.84, 계지향  문화=0.80, 업무지향  문화

=0.71 이었으며 체 신뢰도는 0.82로 나타났다. 

셀 리더십은 Kim 등[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보안하여 사용하 고, 요인분석 결과 자기 찰  

자기목표 설정, 리허설  자기 기 , 자기비 , 자기보

상요인으로 분류하 고, 5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

 그 지 않다=1 ’에서 ‘항상 그 다=5 ’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도구의 내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Kim

의 연구에서 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조직유효성에 한 측정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조

직구성원들의 지각  단에 의존하는 심리  차원의 

성과 변수에서 가장 표 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사용하 다. 조직몰입이란 일반 으로 개인이 특정 조

직에 하여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에 남아있고 싶

어 하고 조직을 해서 더 노력하며 조직의 가치와 목

표를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14]. 

조직몰입은 Mowday 등[15]이 사용한 문항을 기 하여 

김과 이가 이용했던 문항을 수정·보안하여 이용하 고 

Cronbach's α는 0.87이었다. 직무만족은 Hakman 등

[16]이 사용한 문항을 기 하여 김과 이의 연구에서 이

용했던 도구를 이용하 고 Cronbach's α는 0.89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α의 내 일 성 검사법

을 사용하 다. 통계분석은 SPSS window ver.12.0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조직문화와 셀 리더십

의 각각의 유형을 분류하 고, 일반  특성별 조직유효

성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 분석 후 사후검

정으로 Dancan의 다 비교를 시행하 다. 조직문화 유

형, 셀 리더십 유형, 조직몰입, 직무만족간의 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고 조직문화와 셀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 다. 

Ⅲ. 연구결과

1. 방사선사의 조직문화,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
성의 정도
방사선사의 조직문화의 체 평균은 3.55 으로 등

도 이었으며, 신지향  문화, 계지향  문화, 계

지향  문화, 업무지향  문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셀 리더십의 체 평균은 3.35 이었고, 자기목표  

자기 찰, 자기비 , 자기보상, 리허설  자기기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평균은 3.55 이었고 

직무만족의 평균은 3.43 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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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Cronbach's α
Organizational culture 3.51±0.43
 Relation-oriented 5 3.49±0.65 0.826
 Innovation-oriented 7 3.81±0.62 0.839
 Hierarchy-oriented 4 3.38±0.50 0.801
 Task-oriented 4 3.26±0.56 0.714
Self-leadership 3.35±0.41
 Self-esteem/Rehearsal 4 3.14±0.50 0.77
 Self-goal establishment/observation 6 3.51±4.92 0.791
 Self-criticism 3 3.45±0.62 0.75
 Self-reward 4 3.26±0.57 0.752
Job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13 3.55±0.60 0.863
Job satisfaction 13 3.43±0.53 0.887
* Mean±Standard deviation(range=1-5point)

Table 1. Organizationalculture, Self-leadershi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N(%)
Organization commitment Job satisfaction

M±SD p-value M±SD* p-value

 Gender 　 　 　 　 　
   Male 122 3.47±0.58 0.034* 3.47±0.58 0.84
   Female 68 3.67±0.63 3.42±0.54
 Age
   <30 68 3.67±0.63b 0.004* 3.41±0.52 0.729
   30-39 52  3.42±0.57ab 3.48±0.47
   40-49 51 3.66±0.77b 3.46±0.63
   ≥50 19 3.18±0.53a 3.34±0.49
 Place of work
   hospital 149(78.4) 3.45±0.58 <0.001* 3.39±0.52 0.037*
   clinic 41(21.6) 3.90±0.55 3.58±0.56
 Marital status
   Marride 108(56.8) 3.56±0.59 0.67 3.51±0.48 0.011*
   Single 82(43.2) 3.52±0.63 　 3.32±0.58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 Mea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2. 방사선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유효성
일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직몰입은 여자가 3.67 으로 남

자 3.47 보다 높았으며(p=0.034), 연령은 각 20 와 40

에서 다른 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50  이상 군

에서는 조직몰입이 가장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p=0.004). 근무지에 따라서는 검진의원이 3.90 으로 

종합병원 3.45 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0.001),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인 의미를 나타내지는 못하 다. 직

무만족은 남자가 3.47 으로 여자 3.42 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를 얻었으나 통계  의미는 없었다. 근무지는 

검진의원에서 3.58 으로 종합병원 3.39 보다 의미있

게 높게 나타났다(p=0.037). 한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3.51 으로 미혼 3.32 보다 의미 있게 높게 나

타났다(p=0.011)[Table 2].

3. 방사선사의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 및 조직유
효성과의 관련성 
조직문화의 계지향  요인과 신지향  문화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모두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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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Relation-oriented 1
2. Innovation-oriented .470** 1
3. Hierarchy-oriented .192** .430** 1
4. Task-oriented 0.021 .201** .785** 1
5. Self-esteem/Rehearsal .245** .281** .266** .280** 1
6. Self-goal establishment/observation .170* .390** .259* .271** .550** 1
7. Self-criticism 0.029 .257** .265** .292** .366** .366** 1
8. Self-reward 0.081 0.024 .265** .364** .502** .499** .331** 1
9. Organizational commitment .344** .345** .248** 0.102 .228** .352** 0.073 .180* 1
10. Job satisfaction .429** .441** .280** .144* .396** .537** .210** .355** .634** 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t α=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t α=0.05

Table 3.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ulture,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고, 업무지향  조직문화에서는 조직몰입도에 있어 가

장 낮은 련성을 보 으나 통계  의미를 갖지 못하

다. 자기목표설정  자기 찰 리더십요인이 각각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에서 가장 높은 양의 련성을 나타내

었다. 셀 리더십의 요인은 자기비평요인이 조직몰입

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련성을 보이며 다른 모든 요

인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하게 양의 련

성을 나타내었다[Table 3].

4.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
는 영향
일반  특성  조직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성, 연령, 결혼여부, 근무지를 더미변수로 환

하여 통제하고 조직문화 유형과 셀 리더십 유형을 독

립변수로 하여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이다. 그 결과 연령 20 와 40 에서 조직몰입

도가 높았고(β=-0.190, p= 0.020), 검진의원 일수록(β

=0.21, p= 0.005), 조직문화가 계지향  일수록(β

=0.21, p= 0.005), 조직문화가 계지향  일수록(β

=0.25, p= 0.034), 셀 리더십의 자기목표 설정  자기

찰이 높을수록(β=0.200, p= 0.029), 조직몰입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직무만족은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결혼여부와 근무지를 더미변수로 환하여 통

제하고 조직문화 유형과 셀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

로 하여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기혼자 일수록(β=-0.17, p= 0.018), 조직문화가 

계지향  일수록(β=0.24 ,p<0.001), 셀 리더십에서

는 자기목표 설정  자기 찰이 높을수록(β=0.36, 

p=<0.001), 자기보상이 높을수록(β=0.15, p=0.050) 직무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4.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s
Commitment

β t p-value

Gender 0.04 0.55 0.583
Age -0.19 -2.35 0.02*
Marital status -0.01 -1.75 0.083
Place of work 0.21 2.82 0.005*
Relation-oriented 0.21 2.87 0.005*
Innovation-oriented 0.08 0.95 0.345
Hierarchy-oriented 0.25 2.14 0.034*
Task-oriented -0.15 -1.36 0.177
Self-esteem/Rehearsal -0.001 -0.1 0.992
Self-goal establishment
/observation 0.195 2.201 0.029*

Self-criticism -0.05 -0.72 0.471
 Self-reward 0.04 0.46 0.643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stepwise multiple 
regressoion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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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atisfaction

β t p-value
Marital statusb -0.17 -2.4 0.018*
Place of workc 0.09 1.36 0.175
Relation-oriented 0.24 3.62 <0.001*
Innovation-oriented 0.13 1.72 0.088
Hierarchy-oriented 0.15 1.51 0.133
Task-oriented -0.16 -1.62 0.107
Self-esteem/Rehearsal 0.02 0.32 0.751
Self-goal establishment
/observation 0.36 4.57 <0.001*
Self-criticism -0.02 -0.35 0.728
 Self-reward 0.15 2.01 0.05*

Table 5.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dership on job satisfac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stepwise multiple 
regressoion at α=0.05

IV. 논 의

조직에 한 평가는 조직의 실질  목표가 명확히 표

되지 않을 수 있고, 다원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

에 조직유효성이라는 비교  구체 인 개념에 입각하

여 조직평가를 시도하고 있다[17].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장생활

의 만족, 조직 응성, 웍  업무성과 등으로 표 되

는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신지

향  조직문화가 3.8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계지

향  조직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 치과의료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차이가 있다. 신지향  조직문화는 외부

지향, 성장  신을 시하는 문화형태로 성장과 새

로운 도 을 한 구성원들의 직 과 도 강조의 문항

들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업무지향  조직문화의 

평균은 3.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무지향  조직

문화는 조직의 실 과 결과, 목표달성을 시하여 생산

성을 강조하는 문화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방사선사의 

조직구성원의 문화가 보다 정서 인 유형의 형태를 보

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조직의 성과는 업무  

신지향  문화속에서 조직유효성이나 의 효과성이 

향상된다[18].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목 , 목표라는 가

치개념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 만

족도를 동시에 포 하는 개념임을 미루어 볼 때 업무지

향  조직문화의 강화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직문화의 구성형태를 구해보고 조직문화 구성형태

에 따라 조직의 유효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사례

에 의하면 경쟁 인 문화요소에 한 측정치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들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

입, 직무만족, 생산성수  등 조직유효성이 높았다. 이

것은 다양하면서도 역설 인 조직문화요소들이 동시에 

발 되고 리될 때 조직에 정 인 효과를 가져와 조

직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 조직 실

에서는 내재해 있는 복합 이고 모순 인 요소들이 동

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다[19]. 본 연구

에서 모든 조직문화 유형은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각각 

의미있는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비 의 셀 리더십유형은 조직몰입에서 가장 낮은 

련성을 보이며 통계  의의를 갖지 못하 다. 그 외 다

른 모든 셀 리더십유형은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모두 

유의미한 양의 향력을 나타내었다. 타 연구에서도 조

직문화와 셀 리더십의 각 요인에서 조직유효성과 

련된 인자와 양의 련성을 보 다[20-22]. 

조직문화 유형과 리더십 유형이 합한 조직이 그

지 못한 조직보다 행동  유효성인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이 높다. 조직에 있어서 경 자들은 그 조직의 구성

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조직문화에 부합되는 리더십유

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23].  한편  이론

으로 등장한 셀 리더십에 있어 김은 조직문화의 모든 

유형과 련하여 셀 리더십을 증진하고 실무에서 셀

리더십 략을 교육하여 자발 으로 리더십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 조직을 성공 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 다. 조직 구성원의 궁극 인 통제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통제이고 통제의 효

과는 구성원 스스로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조직의 셀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조직목표를 

구성원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행동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나 자발 으로 목표를 설정한

다면 이를 달성하기 한 노력이 보다 증가할 것이다

[24].

본 연구에서 일반사회학  특성요인으로 본 조직몰

입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통계  의의를 가지며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료기  종사자를 상으로 실시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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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민간경비원을 상으로 조직몰입을 

연구한 김의 연구에서도 남성 직원이 조직몰입이 높았

다. 한 자발  몰입의 특성을 보이는 남성 직원에 비

해 여성 직원은 개인과 조직과의 계에서 이익과 손실

의 합리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  몰입의 특성

을 보 다. 공무원의 성별 직무 련태도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모든 환경  조건이 동일 할 때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남성보다 여성이 우수하 다[25]. 일반 으

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몰입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

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서구의 여성들이 높

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다. 의 선행연구결과로 미루

어 봤을 때 본 연구에서 여성이 조직몰입에 있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방사선사의 조직이 성별에 따른 

근무환경조건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근무지에 따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서는 학병원  종합병원 보다 검진의원에서 의미있

게 높게 나타났다. 재 검진의원의 시스템 형태는 보

다 효율 이고 능동 이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

성으로 증하고 있는 검진인구를 효과 으로 수용하

고 경쟁에서 선 을 갖고자 하는 경 인들의 많은 노력

이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권 주의  시스템에서 벗어

나 모든 조직원들은 평등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

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검진의원의 

조직이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통해 본 조직유효성에서 

효과 임을 시사할 수 있다. 

조직문화는 변화, 리될 수 있다는 에서 의료서

비스의 질과 조직원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요한 리

상으로 삼아야 한다[26]. 조직문화는 조직의 특징에 

따라 서로 상이하므로 병원조직에서도 여러 병원들 간

의 조직문화에 한 차이를 비교 연구하여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의 계를 규명하고 조직유효성이 높은 병

원의 조직문화  특성을 악하여 조직문화의 리방

향을 제시하는 방안으로도 유용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종사자들만을 상으로 선정하

기에 방사선사 체의 조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

소 무리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방사선사의 

조직문화와 셀 리더십 유형을 측정하여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양향을 악한 최 의 연구 다는데 의미가 있

으며 본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향후 방사선과의 근무

트별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직종별 연구방법도 고려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방사선사의 조직문화와 셀 리더십 유형

을 악하여 조직유효성의 실태를 살펴보고 조직유효

성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분석하 다. 방사선사

를 상으로 조직문화, 셀 리더십, 조직몰입, 직무만족

으로 구성된 자료를 이용하 다.

1. 상자의 조직문화는 신지향  문화가 3.81 으

로 가장 높았고, 계지향  문화, 계지향  문

화, 업무지향  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셀 리더십은 자기목표 설정  자기 찰이 3.5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비 , 자기보상, 리

허설  자기기  순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  특징에 따른 조직몰입은 성별(여성, 

p=0.034), 연령(20 , 40 , p=0.004), 근무지(검진

의원, p<0.001)에 따라, 직무만족은 근무지(검진의

원, p=0.037)와 결혼여부(기혼, p=0.011)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은 연령(β

=-0.190, p= 0.020), 검진의원(β=0.21, p= 0.005), 계

지향  조직문화(β=0.21, p= 0.005), 계지향  조

직문화(β=0.25, p= 0.034), 셀 리더십의 자기목표 

설정  자기 찰(β=0.200, p= 0.029)로 나타났다.

4.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은 기혼자(β

=-0.17, p=0.018), 계지향  조직문화(β=0.24, 

p<0.001), 셀 리더십의 자기목표 설정  자기

찰(β=0.36, p=<0.001), 자기보상(β= 0.15, p=0.050)

으로 나타났다. 

의 결과를 토 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서 

본 방사선사의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특

히 계지향  조직문화와 셀 리더십의 자기목표 설

정  자기 찰요인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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