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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시장 및 제도 등 의료 환경

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쟁도 심화 

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매우 다양한 

직종이 모이는 특이한 구조로 다양한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조직문화는 광범위한 구심력으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이

며 미묘하게 작용함으로써 조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

는 매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1].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

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팀워크, 업무성과, 조직적응성, 생

산성 등의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2-3]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가 조직 내 구성원의 조직행동을 효

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

다[4]. 병원이라는 조직은 현재 급속한 의학의 발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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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의 세분화와 대형화 추세이다. 또한 직무기능과 관

리통제 기능에 따른 횡적분화와 종적분화가 고도화된 복잡

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5]. 이러한 조직문화는 조직유

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다[3]. 조직유효성

의 요인 중의 하나인 직무만족을 박계홍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

한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6].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리더십과 조직문화

의 변수를 들 수 있다. 리더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리더십이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정신, 자세, 덕목, 자질 등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리더십은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을 형성하고 

이들 행동을 조직몰입에 연결시켜 직무만족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7]. Bass는 리더십을 

집단과정의 초점으로서 성격의 문제, 복종을 이끌어 내는 기술, 

영향력의 행사, 행동의 기술, 설득의 형태, 권력자 관계, 목표달

성의 도구, 상호작용의 영향력, 차별화된 역할, 구조를 주도하

는 것으로서 이들 정의의 결합으로서 인지된 것이라 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유형 중 변화지향적인 변혁적 리더십과 

안전지향적인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거래적 리더십

(transactional leadership)은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

급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7],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지도자

의 개인적 가치와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확고한 믿음이나 

신념을 유발시키고,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 모범을 보이며,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자극을 통해 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정의하였다[9].

조직문화나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 분야

에서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관성 연구가 주로 많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

의 많은 특수조직 중 방사선사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유

효성 변수 중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조직문화와 리더십,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현

재 방사선사 조직의 실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부산 소재 병원에 근

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방식을 사용하였으

며,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방사선사

에 해당하는 직종자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후 

회수하였다. 총 260부 중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거한 후 241

부의 설문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도구 

조사내용은 방사선사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 여

부, 성별, 직위, 학력, 업무부서, 병원규모, 이직 유무, 근무

기간을 조사하였고, 조직문항 총 15문항, 리더십 총 26문항, 

조직유효성 11문항, 직무스트레스 23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모든 문항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방사선사의 직무 내

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직문화의 측정도구

는 Quinn & McGrath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기본으로 하

여[10], 김문실 등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11]. 리더십의 측정도구는 Bass & Avolio가 개발한 도구

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2]

조직유효성의 측정도구로 Porter & Smith의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를[13], Quinn & Stains의 직무만족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4].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양애선의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15].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문화 0.878, 

리더십 0.942, 조직몰입 0.807, 직무만족 0.820 직무스트레

스 0.823의 Cronbach's α값을 얻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 분석은 SPSS window ver. 25(SPSS I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의 기술통계, 일반적 특

성에 따른 각 변수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조직문

화, 리더십, 조직유효성 및 직무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조직유효성이 조직문화와 리더십, 직무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모든 분석에서 p값이 0.05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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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나이 32.8세이며, 남자가 

68.5%(165명)이며, 기혼자가 47.7%(115명)으로 조사되었

다. 병원에서의 직책은 일반방사선사가 64.7%(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 44.4%(107명)로 가장 많았

다. 업무는 주로 영상의학과 일반촬영 업무가 82.2%(198명)

를 차지하였고, 근무형태는 1차 진료기관 7.5%(18명) 2차 진

료기관 46.9%(113명)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 포함) 45.6% 

(110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직경험의 유무는 ‘없다’는 응

답이 53.9%(130명)로 ‘있다’와 비교하여 다시 높게 나타났

다(Table 1). 

조직문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조직유효성,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평균 표준편차 값은 Table 2와 같다. 

연구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이 3.496 ± 0.661로 가장 

높은 평균값이고, 이와 반대로 변혁적 리더십이 3.048 ± 

0.415로 가장 낮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변수에

서 3점 이상의 높은 값으로 평균값이 분석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O(%) or Mean±SD

Gender Male 165 (68.46%)

Female 76 (31.53 %)

Age 32.83 ± 7.622

Married Yes 115 (47.71%)

No 126 (52.28%)

Position  Gener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156 (64.73%)

Chief Radiological Technologists 65 (26.97%)

Head of department 20 (8.29%)

Educational background Junior college 87 (36.10%)

University 107 (44.40%)

Graduate school 47 (19.50%)

Department X-ray 198 (82.16%)

Nuclear Medicine 12 (5.00%)

Radiation Therapy 28 (11.62%)

Others 4 (1.66%)

Hospital scale Primary medical 18 (7.47%)

Secondary medical 113 (46.89%)

Tertiary medical 110 (45.64%)

Change jobs Yes 111 (46.06%)

No 130 (53.94%)

Current Working period 81.20 ± 74.137 (month)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 = 241)

variables Mean SD

Organization culture 3.380 0.546

Self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3.496 0.661

Transactional Leadership 3.048 0.415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3.187 0.681

Job Satisfaction 3.414 0.643

Job stress 3.14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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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 간의 차이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간의 차이검증결과는 Table 

3, 4과 같다. 차이검증 결과 조직문화에서는 30대와 40대간

의 유의한 차이가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30대와 40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50대 이상의 집단과 

30대, 40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직

책과 변수간의 차이검증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일반방사선

사와 팀·실장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조직몰입

은 팀·실장 군과 일반방사선사, 주임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직무만족 변수에서는 일반방사선사와 팀·

실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조직문화와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모든 학력집단에서 유

Table 3. Difference verific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variables (n = 241)

variables N
Organizational cultu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M±SD t (p) / F (p) M±SD t (p) / F (p) M±SD t (p) / F (p)

Gender
Male 165 3.378±0.557

-0.086
3.490±0.643

-0.194
3.065±0.425

0.944
Female 76 3.384±0.526 3.508±0.704 3.011±0.392

Age

30s (a) 104 3.509±0.504 7.844*

a>b

Scheffe

3.644±0.667 5.403*

a>b

Scheffe

3.020±0.418 4.076*

c<a,b

Scheffe

40s (b) 87 3.206±0.566 3.335±0.633 2.998±0.439

50s over (c) 50 3.412±0.523 3.470±0.641 3.195±0.331

Position

General RT (a) 156 3.377±0.532

1.657

3.488±0.662

1.749

3.004±0.414 5.189*

c>a

Dunnett T3

Chief RT (b) 65 3.324±0.588 3.437±0.609 3.073±0.398

Head of department (c) 20 3.578±0.493 3.750±0.792 3.312±0.387

Education

background

Junior college (a) 87 3.588±0.520 11.046*

a>b

Scheffe

3.715±0.637 8.238*

a>b

Scheffe

3.081±0.494

0.774University (b) 107 3.240±0.546 3.401±0.670 3.011±0.344

Graduate school (c) 47 3.312±0.481 3.308±0.585 3.071±0.403

Hospital

scale

Primary medical (a) 18 3.666±0.635 6.028*

c<a, b 

Scheffe

3.921±0.702 7.514*

c<a, b

Scheffe

3.180±0.477

1.431Secondary medical (b) 113 3.447±0.557 3.571±0.673 3.012±0.462

Tertiary medical (c) 110 3.264±0.493 3.350±0.603 3.064±0.346

*p<0.05, RT : Radiological Technologist

Table 4. Difference verific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variables (n = 241)

variables 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M±SD t (p) / F (p) M±SD t (p) / F (p) M±SD t (p) / F (p)

Gender
Male 165 3.231±0.652

1.480
3.416±0.640

0.058
3.122±0.606

-0.860
Female 76 3.092±0.734 3.411±0.657 3.193±0.597

Age

30s (a) 104 3.162±0.772

0.926

3.487±0.615

2.985

3.076±0.678

1.30740s (b) 87 3.152±0.630 3.281±0.682 3.177±0.552

50s over (c) 50 3.304±0.552 3.496±0.609 3.230±0.510

Position

General RT (a) 156 3.159±0.703 4.592*

a>b

DunnettT3

3.351±0.643 4.731*

a>b

Dunnett T3

3.156±0.595

1.238Chief RT (b) 65 3.123±0.576 3.443±0.607 3.067±0.585

Head of department (c) 20 3.620±0.699 3.810±0.650 3.300±0.713

Education

background

Junior college (a) 87 3.209±0.745

0.533

3.584±0.609 5.256*

a>b

Scheffe

3.156±0.609

0.461University (b) 107 3.140±0.694 3.290±0.684 3.107±0.647

Graduate school (c) 47 3.255±0.512 3.383±0.548 3.206±0.482

Hospital

scale

Primary medical (a) 18 3.711±0.743 6.975*

a>b, c

Scheffe

4.011±0.677 9.175*

a>b, c

Scheffe

3.079±0.717

0.322Secondary medical (b) 113 3.085±0.718 3.395±0.654 3.124±0.650

Tertiary medical (c) 110 3.207±0.591 3.336±0.580 3.176±0.533

*p<0.05, RT : Radiological Techn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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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직무만족은 전문대와 대

졸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조직문화와 의료

기관의 차이검증 결과 3차 의료기관과 1, 2차 의료기관과의 

차이가 있었으며(p<0.05), 변혁적 리더십 또한 3차와 1, 2

차 의료기관과의 차이를 보였다. 조직몰입은 1차와 2, 3차 

의료기관 간의 차이가 났으며(p<0.05), 직무만족에서도 1차

와 2차, 3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방사선사의 조직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0.700, 조직문

화와 변혁적 리더십이 0.627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고,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 0.504, 거래적 리더십과 

0.422로 변수 간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5). 

4.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병원 내 다양한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 중 방

사선사의 조직에 있어 조직유효성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 각의 변수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영

향력을 분석하였다. 공차한계 0.1이상의 수를 보여 다중공선

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Durbin-Watson

은 1.96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Table 6에서 조직유효성 중 조직몰입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모델 1은 조직몰입은 조직문화의 변량을 

13.9%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2, 3에서는 리더십의 변수를 

추가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조직몰입을 29.2%로 설명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모델 4에서 모든 변수와 회귀분석 

하였고 35.3% 설명력을 나타냈다. 방사선사의 조직몰입은 

종속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베타 값이 0.28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다른 종속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몰입은 변혁적 리

더십, 거래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부정적인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사선사의 조직몰입은 종속변수인 변

혁적 리더십이 다른 종속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n = 241)

Variable Organizational cultu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627**

Transactional leadership 0.408** 0.520**

Organizational commitment 0.373** 0.504** 0.422**

Job satisfaction 0.370** 0.541** 0.335** 0.700**

Job stress -0.091 -0.238** -0.169** -0.365** -0.265**

**p<0.01

Table 6. Variables that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n = 241)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VIF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Constant 1.615 0.256 6.308* 1.188 0.248 4.798* 0.581 0.305 1.906 1.714 0.378 4.533*

Organizational 

culture
0.465 0.075 0.373 6.222* 0.118 0.089 0.095 1.322 0.082 0.088 0.066 0.934 0.116 0.085 0.093 1.373 0.594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458 0.074 0.445 6.216* 0.363 0.078 0.353 4.668* 0.293 0.076 0.284 3.853* 0.503

Transactional

leadership
0.347 0.106 0.212 3.287* 0.317 0.101 0.193 3.121* 0.716

Job stress -0.289 0.061 -0.256 -4.719* 0.934

R2=0.139 

Adjusted R2=0.136

F=38.717, p<0.001

R2=0.260 

Adjusted R2=0.253,

F=38.642, p<0.001

R2=0.292 

Adjusted R2=0.283,

F=10.806, p<0.001

R2=0.353 

Adjusted R2=0.342,

F=22.27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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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직유효성 중 직무만족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7과 같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델 1은 직무

만족은 조직문화의 변량을 13.7% 설명하고 있다. 즉 조직문

화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모델 2, 3은 모델 1에서 리더십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1과 비교하여 29.8%로 설명력이 높

아졌다.

최종적으로 모델 4에서 모든 변수들과의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 31.7% 설명력을 나타냈다. 방사선사의 직무만족은 

종속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베타 값이 0.440으로 가장 높

은 수치를 보여, 다른 종속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만족은 변혁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Ⅳ. 고  찰

조직구성원이 다양하고 인적자원이 조직 운영의 원동력

이 되는 조직은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가 성공적인 조직 운

영의 열쇠가 될 수 있다[16].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직무만

족, 조직몰입, 직장생활의 만족, 조직 적응성, 팀웍 및 업무

성과 등으로 표현되는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17]. 

방사선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조직문

화의 변혁적 리더십은 0.627, 거래적 리더십은 0.408, 조직

몰입은 0.373, 직무만족은 0.370으로 모두 정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직문화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

다면 구성원들의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도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각 요인에서 조직유효성

과 관련된 인자와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다[18-19].

서상혁의 연구결과 조직유효성의 변수로 사용한 조직몰

입과 변혁적 리더십(p<0.001), 직무만족과 변혁적 리더십

(p<0.01) 모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20]. 이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영자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면 기업의 성

과는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

더십은 모두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을 의미한다[20]. 

오혜경 등의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중 조직몰입, 직무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β=0.288, p<0.001, β=0.163, p<0.01)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21]. 본 연구결과 방사선사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도 이전 연

구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방사선사 조직 

또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하위자의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업무의 능력을 향상하여 더 높은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리더를 신뢰하

게 하여 충성을 이끌어내며 존경하게 함과 동시에 애초에 

기대된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과정을 이르는 리

더십이다[9]. 거래적 리더십이 보수적인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에 치중되어 있어 “기대되었던 성과(expected 

performance)”만을 얻어내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의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을 

얻어 낼 수 있다[20]. 

Table 7. Variables that affected job satisfaction (n = 241)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VIF

B SD β t(p)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Constant 1.940 0.242 8.006* 1.479 0.229 6.470* 1.293 0.287 4.504* 1.902 0.367 5.179*

Organizational 

culture
0.436 0.071 0.370 6.162* 0.061 0.082 0.052 0.738 0.050 0.083 0.042 0.601 0.068 0.082 0.058 0.828 0.594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495 0.068 0.509 7.278* 0.466 0.073 0.479 6.363* 0.428 0.074 0.440 5.804* 0.503

Transactional

leadership
0.106 0.100 0.069 1.068 0.090 0.099 0.058 0.910 0.716

Job stress -0.155 0.059 -0.145 -2.609* 0.934

R2=0.137 

Adjusted R2=0.133

F=37.965, p<0.001

R2=0.294

Adjusted R2=0.288,

F=52.973, p<0.001

R2=0.298 

Adjusted R2=0.289,

F=1.140, p<0.001

R2=0.317 

Adjusted R2=0.306, 

F=6.80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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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직 중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서 서번트 리더십보다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 분석은 거래적 리더십이 아닌 

서버트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나뉘어 분석하였으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분석

되어[22],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

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

우며, 본 연구를 토대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연구분석 한다면 

보다 더 일반화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사선사 조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의료기관뿐만 아니

라 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모두 포함하여 조

사한다면 근무환경에 따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수의 상관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다른조직에 비해 병원조직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거래적 

리더십이 공존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병원내의 조직의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조직유효성에 긍

정적인 변화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사

라는 병원 조직은 리더와 구성원 모두 고도의 전문성을 발

휘해야 함으로 그 어느 조직보다 역량확대(empowerment)

가 중요하다. 따라서 방사선사 조직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

족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조직의 이념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

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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