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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자의 리더십 유형이 병원근무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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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병원의 경영자들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면 그 동안 축적되었던 업무지식과 기술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그에 따라 남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병원의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져, 병원경영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가운데 특히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와 직원이 갖는 병원의 브랜드이미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병원의 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에 따라 직원의 업무만족
도에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직원의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에서의 
바람직한 인적자원관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se days, the hospital management are pay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issue about the 
increasing employee's turnover ratio in hospital. Such issu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high turnover ratio 
reduce the productivity and morale of remaining workers, and means the unavoidable drainage of the accumulated 
know-how and technology of the hospital to the outsides. The result of such a negative development means the 
loss of competitive advantage compare to other hospita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he 
management's leadership style influence on the job-satisfaction for the employees and the employee's turnover 
intension.  At this time we will refer the effect of  the hospital brand image as moderator.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present the guide line to the hospital managers   about the desirable leadership style to enhance the 
employee's productivity and also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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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의료 기관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로 효과적인 인적자
원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은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

인이 되고 있다. 병원 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직무행동은 병원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
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수
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존에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오래 동안 조직 내에 유지하는 것이 
병원 경쟁력의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병원경영자의 리더십과 병원구성원들



병원경영자의 리더십 유형이 병원근무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5551

의 직무만족 그리고 그들의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조사하여  조직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적
합한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경영자의 리더십유형과 종업원
의 이직의도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은 선행요인들
과 관련되어 이루어져 왔지만, 병원에서 경영자의 리더십
과 관련된 종업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경영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서, 특히 병원의 브랜드인
지도에 따른 차이와 종업원의 이직의도와 연관이 있는 병
원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병원경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
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 병원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인적 자원들에  의해 조직이 유
지되고 경영되어 진다. 조직의 경영자는 내부의 근무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원의 
경영자들이 행사하는 리더십은 병원 근무자들의 업무 만
족도와 그로 인한 병원경영목표의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직원의 사기와도 긴 한 관계가 있다. 이
러한 경영자의 리더십은 변혁적리더십과 거래적리더십으
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다[12].

변혁적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구성원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고, 수행하고 있는 과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그들의 이익과 발전을 조직의 
목표와 일치 시키도록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혁시키는 리
더십을 말한다[10]. 다시 말해서 변혁적리더십은 조직 구
성원들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고, 권한위임을 통해 사기를 
북돋아주어서 병원의 경영성과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구성원의 욕구 만족 수준을 향상시
켜서, 그들이 조직구성원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조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1]. Bryman(1992)도 연구의 결과에서 변혁적인 리더십
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거래적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은 본질적으로 보
상과 벌을 통해서 경영자가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거래적리더십에서는 근무자의 노력이 
성공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 리더가 제공할 수 있는 보상 내용을 가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근무자가 경영자의 경영방식
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업무에 개입하거나 추
후에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거래적리더십
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는 결과에 
따른 보상이 부하들의 만족과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7],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6,11].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 결과는 상황적 보상은 
직무만족도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
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2 리더십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영자의 리더십을 독립
변수로 설계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
다.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는 이직
의도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한 인과모델에 대한 연구와 이
직의도가 정말로 이직으로 이어지는 결과변수에 대한 연
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 되었다.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는 이직의도 갖고 있는 조직구성원이 이직을 할 것인
지, 아니면 그대로 조직에 머물지에 대한 결과변수를 근
무자 성과와 연계한 연구가 있다[9,4]. 이러한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가 되며, 경영자의 리더십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Porter & Steer (1982)의 이직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급자를 
포함한 조직 및 업무의 환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으
며, 이를 통하여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다[12].

2.3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Hom과 Griffeth(1995)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
를 연구한 논문에서 임금, 승진 등의 업무와 관련된 만족
이 이직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Podsakoff(1995)는 이직에 있어서의 용이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이직용이성이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Price(1977)
는 직무만족이 낮고 외부에 취업의 기회가 많은 경우 이
직의도가 실현되어 실제로 이직을 한다는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철우(2000) 등은 직무만족과 이직의
도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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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3.1 연구모형의 설계 및 방법

연구모형은 문제해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
하고 현상에 관련된 개념들 간에 가정된 명제를 체계적으
로 도식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연구모형은 이론변수
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구조모형(structural model)
과 이론변수가 어떤 측정변수에 의해 측정되는 가를 보여 
주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
에서는 리더십, 직무만족, 병원브랜드 인지도와 이직의도
의 영향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서, 이론적 개념으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가설적 분석체계를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그
림 1 참조). 이런 연구모델을 이용하여 병원경영자의 리더
십유형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다시 종사원들의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리더의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을 선행변수, 직무만족을 매개변수 
그리고  이직의도를 결과변수로 정의하였다. 이 때 병원
의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인지도를 조절변수로 정
의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모
형을 구성하였다.

변

리더십 직 

무 

만 

족

이 

직 

의 

도

병원 랜드

인지도

거래

리더십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연구모델에서의 독립변수인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이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에 따라 근무자의 직무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리더십 유형에 따라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 있어서 종업원들의 병원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종업
원이 소속된 병원의 브랜드인지도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란, 설정된 연구가설을 도식화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개념적 도구로서 정의된 변수
들을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변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자 한다.

3.3.1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리더십을 ‘카리스마’, ‘개별적배
려’, ‘지적자극’과 같이 3가지 리더십요인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변수에 동일한 값을 부여하여 합한 결과를 측정한
다. 카리스마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업무
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
한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도한 그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되도
록 배려하는 것이다. 지적자극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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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3.3.2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거래적리더십의 경우에도 ‘성과보상’과 ‘예외관리’로 
나누어 각각의 행동에 각각 동일한 값을 부여하여 합한 
결과를 측정한다. 성과보상은 리더가 근무자들에게 그들
의 이룬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고, 예외관리는 사
전에 수립된 계획이나 업무수행 방법과 다른 예외적 행동
을 하는 근무자들을 계획된 정상 괘도로 돌려놓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3.3.3 직무만족(Job-Satisfaction)

직무만족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요인
으로 선정하였다.

- 직무내용 : 현재 자신의 직무에서 느낄 수 있는 자부
심 및 성취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 임금 : 현재 임금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수체계와 보수액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임금과 
투자한 노력을 비교한 현재의 임금의 공정성 정도에 
대한 느낌을 의미한다.

- 승진 : 현재 자신의 직무에서의 승진기회, 승진속도, 
승진의 공정성, 장래성을 의미한다.

- 동료 :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만
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3.3.4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현재의 직장을 떠나고 싶은 척도
를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직장과 이직이 가능한 다른 병원의 업무를 비교한 감정적
인 평가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조직을 
떠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현재의 조직을 떠
나기 위해 다른 조직을 물색 중인 행동을 의미한다.

3.5 병원 인지도 (Hospital Brand Awareness)

병원의 브랜드인지도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원의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병원의 브랜드이미지는 
환자에게 친 감을 일으켜서 병원을 찾도록 하게하는 하
나의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브랜드인지도가 높은 병원을 A 병원, 브랜드인지도가 낮
은 병원을 B 병원이라고 구분하여 설문하도록 한다.

4. 연구결과 분석 및 요약

4.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이 종업원
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
사하고, 이 때 병원의 브랜드이미지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를 연구하고자 문헌 연구에서 도출된 측정항목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충청지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인
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연구
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v.19을 사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사용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서 타당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v.19 패키지를 사용
하여 가설검증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공분산구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2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표 1에는 경영자의 리더십에 포함된 요인들의 신뢰성
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탐색적요인분석의 결과가 예시
되어 있다. Cronbach  값을 이용하여 구성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표1에서 보듯이 측정된 설문항목들
의 신뢰도가 0.5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요
인들의 신뢰성은 보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
에서 표 2와 표 3에는 직무만족에 포함된 요인들과 이직
의도에 포함된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가 보장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연구 가설 검증

본 연구를 위해서 정의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이론변
수와 측정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의 모수를 측정한 결과 표 5 와 그림 2에서 보
듯이 변혁적리더십과 거래적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한 영향(유의수준 0.05)을 미치는 것으
로 판정이 되었으며, 직무만족 또한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 과 (가설 2) 
그리고 (가설 3)은 채택이 되었다.

(가설 4)의 검증을 위한 모수측정에 의하여 그림 3과 
표 6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병원
의 브랜드인지도가 좋을 경우(A),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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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리더십유형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Leadership Style

리더십 요인 성  분 신뢰성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변
혁
적
리
더
십

지
적
자
극

새로운 해결방안(tf12) .775 .225

.859
지혜사용 지도(tf08) .745 .225 .278

다양한 관점조언(tf10) .712 .218 .248

문제핵심 파악(tf11) .645 .186 .213 .145

카
리
스
마

경영자에대한자부심(tf01) .242 .724 .252 .199

.845

상사의 능력자신감(tf02) .312 .707 .248

상사에 대한 신뢰(tf03) .212 .645 .011 .225 .178

상사미래 긍정신념(tf04) .143 .635 .239 .173

상사존경(tf05) .245 .625 .2215 .123

개
별
배
려

개인적 관심배려(tf06) .235 .225 .768 .189

.836

권한위임(tf07) .215 .725

업무수행방법지도(tf09) .213 .213 .678 .154

지도 및 교육(tf08) .198 .187 .645 .148

업무수행에의 조언(tf10) .123 .123 .612

거
래
적
리
더
십

조
건
보
상

조건변화(tr06) .145 .152 .189 .778 .223

.812

실수에 대한 지적(tr07) .128 .148 -.225 .723 .223

조건대응(tr09) .115 .235 .685 .103

상황보고(tr08) .102 .228 .673

문제개입(tr05) .201 .626

예
외
관
리

상사를 지지시 보상(tr01) .102 .142 .889

.810

노력에 대한 대가(tr02) .148 .201 .792

노력에 대한 보상(tr05) .113 -.115 -.177 .773

기대충족시 만족(tr03) -.119 .155 .756

성과인정(tr04) -.112 .114 .128 .723

[표 2] 직무만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lity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직무만족 요인 성분 신뢰성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직
무
만
족

직 
무

업무수행의 성취감(js02) .845 .312 .159 .119

.898

병원업무 전체판단(js04) .812 .145 .148 .150

업무에대한 흥미(js01) .801 .289 .125

업무 장래성(js06) .778 .192 .126 .173

업무가 의미있다(js03) .712 .255 .112 .120

사회적 평판(js05) .671 .107 .152

동
료

동료의 책임성(js16) .205 .899

.869
동료간업무협조(js18) .201 .867 .113 .110

동료간업무협의(js17) .144 .813 .155

동료와의화합(js15) .212 .776

임
금

임금의 적정성(js12) .112 .858 .212

.856
임금체계의 공정성(js14) .109 .201 .843 .123

임금정책적적정성(js13) .101 .184 .788 .248

임금의 충분성(js11) .211 .684 .303

승
진

승진기회의 제공(js19) .122 .210 .812

.812승진의 수월성(js20) .160 .198 .803

승진의 공정성(js21) .175 .116 .758

이직의도(js22) .265 .105 .109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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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Fig. 2] Route Coefficients of Research Model

0.75

0.74

0.82

0.41

0.49

0.75

0.41

0.79 0.43

0.48 0.65

-0.01

0.69

[표 3] 이직의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ability Analysis of Turnover Intention

이직의도 요인 성분 신뢰도요인1 요인2

이직
의도

다른 직장에 대한 선택권 부여시 이직(ti02) .823 .358

.812다른 직장에서 더 나은 신분보장시 이직(ti03) .802 .235

타회사의 처우여부에 따라 이직(ti01) .798 .210

[표 5] 연구모형의 모수추정결과
[Table 5] parameter estimation of RMl

경로 추정치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기각/

채택

변혁적리더십  -> 직무만족 0.596

(0.749)
0.09

6.605

(0.00)

채택
(*)

거래적리더십  -> 직무만족 0.185

(0.407)
0.75

0.24

(0.81)
기각

직무만족  -> 이직의도 -0.069

(0.012)
0.12

-2.12

(0.00)

채택
(**)

(*) 유의수준 0.1 / (**) 유의수준 0.05

[표 4] 연구모형의 이론변수와 측정변수
[Table 4] Measurement Variables of Research Modell

구  분 외생변수 내생변수
이론변수 측정변수 이론변수 측정변수

구
조
방
정
식
모
형

1 : 변혁적리더십

2 : 거래적리더십

x1 : 카리스마
x2 : 개별배려
x3 : 지적자극

x4 : 조건보상
x5 : 예외관리

1 : 직무만족

y1 : 직무
y2 : 동료
y3 : 임금
y4 : 승진

2 : 이직의도 y5 :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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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Fig. 3] Route Coefficients of Research Modell

0.85

0.76

0.68

0.45

0.46

0.78

0.40

0.80 0.41

0.45 0.69

-0.41

0.70

[표 6] 연구모형의 모수추정결과(높은인지)

[Table 6] parameter estimation of RMl

경로 추정치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기각/

채택

변혁적리더십 -> 직무만족 0.551

(0.776)
0.108

5.264

(0.00)

채택
(*)

거래적리더십  ->  직무만족 0.125

(0.40)
0.256

2.452

(0.81)
기각

직무만족 -> 이직의도 0.204

(0.112)
0.152

1.232

(0.22)

채택
(**)

(*) 유의수준 0.1 / (**) 유의수준 0.05

5. 결론

본 연구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던 주제를 
병원조직이라는 독특한 조직에 투영해 본 논문이다. 병원
에서의 인사관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
문인력』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는 다
른 인력관리 상의 어려움이 많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조
직에서 일반기업의 근무자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
나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의 업무만족도와 이직의도가 병
원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병원근무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로 설정하였다. 병원이미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점이, 본 논문이 갖는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 
및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에서의 경영자의 리더십유형에 
따른 직원의 직무만족의 변화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병원에서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인사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리더십 차이(즉 거래적리더십이냐, 변

혁적리더십이냐)에 따라 직원들이 느끼는 직무만족감이 
차이가 있었다. 경영자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경영자의 리더
십유형과 직원의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는, 경영자가 변혁
적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셋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직무만족감이 크
면, 이직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환
자들과 직원들이 병원에 대해서 좋은 브랜드인지도가 갖
고 있을 경우,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에
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병원경영
자의 리더십유형에 따라 근무자들의 직무만족도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병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도 일반기업에서와 같이 경영자의 리더
십스타일이 근무자들의 업무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원경영자들이 조직
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영스타일( 리더십유형)이 종업
원의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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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병원의 좋은 이미지 
구축도 조직원의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참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v. 19.0 과 AMOS v. 19.0이 사
용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의 연구기간 동안에 
충청지역의 종합병원 2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충청권의 종합병원이었
다. 지역의 협소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 지역을 좀 더 넓은 지역으
로의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질문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답을 위한 사전 교육과 현장에서의 인터뷰가 필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이직의도를 갖고 있
다고 하여도 이러한 생각이 꼭 이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직의도와 실제로 
발생하는 이직사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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