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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소병
원의 조직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100병상 이하 규모의 4개 병원에 근
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20일부터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조직문화 유형은 진취
성, 위계성, 생산성, 친화성으로 구분되었으며 진취성과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생산성과 친화성이 조직시민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화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반면, 위계성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중소병원 조직관리에서 조직발전에 필요한 구성원의 바람직한 행동 유도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
뢰감 형성을 통한 친화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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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opose the way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through 
analyzing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 survey was held to the employees of 4 hospitals that could accomodate less than 100 patients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for 4 weeks starting November 20, 2012. As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organizational culture divided to the four types: adventurous, hierarchical, productive, friendly types. The 
adventurous and friendly types revealed th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productive and 
friendly types revealed i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stead, hierarchical type revealed no effects on 
the both. Therefore, to improve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the strengthened 
efforts to build up friendship and supportive environments for reasonable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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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의료기 은 많은 사회조직 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체이라 할 수 있다. 환자의 치료를 일차  목표로 하는 

진료부서와 조직의 생산성을 리해야 하는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계층  지배체계를 갖는 동

시에 기능  문화체계로 분화된 조직체의 업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의료서비스는 량생산이 불가

능한 인서비스로써 기계화와 자동화가 어려운 노동집

약  산업이다. 항상 신속하고 사람의 생명과 련된 즉

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구성원들의 업무 스트

스와 그에 따른 갈등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1]. 세계

보건기구는 의료기 을 “치료와 방, 보건인력의 훈련

과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 

공공재의 성향을 가진 비 리조직으로써의 성격과 리

조직으로써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속

인 서비스 제공을 해 한 수입 보장 한 수반되어

져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의료기  특히, 우리나라의 

소병원은 지난 10년간 도산률 10%를 상회하는 심각한 

경 악화에 착해 있다[1,2]. 소병원을 둘러싼 내외

 주요 4  경 악재로써 최신장비와 우수한 인력을 갖

춘 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상 그리고 낮은 의료수가 

문제, 환경변화 처능력 부족과 합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의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소병원 내부의 조직 리 

근법에도 지 않은 문제가 산재되어져 있다. 분석  

의사결정과정에 의한 병원경 이 아닌 병원장의 직  

단과 리자의 리능력 부재는 병원경 악화를 래

하고 형병원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 은 

높은 이직률을 야기함으로써 지속 인 양질의 의료서비

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3,4]. 문병원제도 도입, 

건강보험수가 개선 등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의 경 난은 여 한 상황이다. 외 인 해결책

을 모색함은 물론 소병원 한 생존을 한 체계 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에 한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개인에게 개성이 있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조

직에는 각자 고유의 독특한 문화  특성이 존재하며 그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지 않은 향을 다

[5].

소병원 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조직문화가 

존재하며 그것은 병원의 구성원들로 하여  공동의 조직

목표달성에 향을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문직종

의 집합체인 병원은 구성원간의 상호 조가 필요불가결

한 상황으로 직종간의 의존성이 높은 조직이다[6]. 병원

조직은 20세기 이후 의료기술의 격한 발달과 세분화, 

문화로 어느 조직보다 기술성, 문성, 개별성이 뚜렷

한 특성을 가진 상황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한 

한 조직문화 리가 필요하다. 조직문화는 소속되어 있

는 기 에 한 구성원들의 일체감인 조직몰입도와 조직

발 을 한 구성원의 바람직한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지 않은 향을 미친다[7, 8]고 한다. 따라서 조직문화

는 의료기 의 공동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

비스 제공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소병원의 성

공 인 경 을 한 시 가 될 수 있는 단 라 할 수 있

다. 병원조직 리와 련한 효율  병원경 리 방안

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6, 10, 11]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부분 일반  특성  리더십, 직장만족도, 

이직의사, 스트 스, 직무몰입, 경 성과 평가 등에 한 

연구로써 조직문화에 한 성찰과 조직발 에 한 구성

원들의 심신의 변화 양상에 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소병원 조직 리 방안에 한 연구가 충분하

지 못하다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병원의 조직문화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소속되어 있는 기 에 한 일체감을 나타내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실증  검증

을 통해 악하고자 한다. 한 소병원 경 에 있어 조

직문화의 요성과 가치에 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병원의 구체  조직 리 방안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소병원의 조직문화 구성요인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1-1. 조직문화 구성요인  진취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 조직문화 구성요인  계성은 조직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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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 조직문화 구성요인  생상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4. 조직문화 구성요인  친화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병원의 조직문화 구성요인은 조직시민행

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2-1. 조직문화 구성요인  진취성은 조직시민행

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조직문화 구성요인  계성은 조직시민행

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조직문화 구성요인  생상성은 조직시민행

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조직문화 구성요인  친화성은 조직시민행

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구·경북지역에 치하는 100병상 이하의 4개 소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하 으며, 3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시행한 후 2012년 11월 20일부터 4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편의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수집된 표본의 수

는 총 127명이었다. 불성실한 답변을 한 13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114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  분석에 사용

되었다.

 

2.2 측정변수 

조직문화는 한 조직 내의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규범, 가치 , 행동양식이라 정

의 할 수 있다. Quinn(1985)[12]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조직문화의 문항은 ‘직원상호

간 단히 우호 인 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

하는 창의력 분 기이다’, ‘통제의 엄격한 결재과정을 통

해 이루어진다’, ‘동료간 조 인 분 기를 시한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시한다’ 등으로 Likert의 5  척

도 13문항을 사용하 다. 

조직몰입은 소속되어 있는 기 에 심리 으로 어느 

정도로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한 것으로 Allen과 

Meyer(1990)[13]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 다. 조직몰입의 문항은 ‘ 재 직장에서 계속 직장생

활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병원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우리병원에 강한 귀속감을 

느낀다’, ‘우리병원에 정서  애착을 느낀다’, ‘우리병원 

내에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낀다’, ‘우리병원은 개인

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것은 원해

서인 동시에 필요에 의해서다’, ‘지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병원을 떠나기

로 결심한다면 나의 생활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병원

을 떠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낀

다’, ‘병원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병원에 많은 노력

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 재 경 주와 함께 일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이익이 된다고 해도 지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병원을 떠난다면 죄

책감을 느낄 것 같다’, ‘동료들에 해서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많은 덕을 보고 있다’ 등으로 Likert의 5  

척도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은 개인 본연의 직무는 아니지만 반

인 조직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행동으로써 본연의 

직무 이외 조직 구성원에 한 배려와 조직에 한 애정

에 기반을 둔 력 인 행동이라 정의 할 수 있다. 

Organ(1988)[1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 으며 조직시민행동의 문항은 ‘결근한 동료의 일을 

신해  마음이 있다’, ‘업무량이 많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 다’, ‘신입 동료가 업무에 응하도록 돕는다’, ‘직

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기꺼이 돕는다’, ‘ 체로 

주 의 동료를 돕는 편이다’, ‘자발 으로 병원 규칙과 법

규를 수한다’, ‘나는 양심  구성원이라 생각한다’, ‘매

일 출근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받는 보수보다 더 열

심히 일 한다’, ‘업무이외의 일도 자원한다’, ‘동료와의 마

찰을 피하기 한 조치를 미리 한다’, ‘동료의 직무에 미

칠 향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동료와의 인간 계상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병원에서 요

하다고 생각되는 회의에 자발 으로 참석한다’, ‘병원 이

미지를 높이는 행사에 자발 으로 참석한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기 해 노력한다’, ‘병원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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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읽고 정책이나 지침 등을 이해하려고 한다’, ‘주 사

람들에게 우리병원의 좋은 을 자랑한다’, ‘사소한 문제

에 해 불평하지 않는다’ 등으로 Likert의 5  척도 20문

항을 사용하 다. 

2.3 자료분석

분석에는 SPSS 18.0을 이용하 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기 해 요인분석과 Cronbach-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으며 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상 계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여성이 55.3% 으며 연

령은 30  미만이 50.9%, 문  졸업이 69.3% 로 조사

되었다.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가 74.6% 으며 근

무부서는 행정부서가 25.4%, 간호부(의료기사 포함)가 

74.6% 다<표 1>.

Classification Item N %

Gender Male 51 44.7

Female 63 55.3

Age ≦ 29 58 50.9

30-39 36 31.6

≧ 40 20 17.5

Education College 79 69.3

University or above 35 30.7

Working duration < 2 85 74.6

(years) 2-5 15 13.2

≧ 6 14 12.3

Working department Administration 29 25.4

Nursing & medical 

technician
85 74.6

Total 11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3.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조직문화 측정 도구에 한 타당도 검증을 하여 문

항 선택기 인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재

치는 0.4 이상을 기 으로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4개 구성요인의 총 분산 설

명력은 64.7% 다<표 2>.

Question
Factor analysis

Adventurous Hierarchical Productive Friendly

Creativity  .749

Competitive .736

Activity .626

Control  .737

Rule & 

procedure
.691

Stability .670

Order of 

rank 
.643

Duty result  .759

Achieve 

hospital's 

goal

.727

Flexibility .674

Friendship  .790

Cooperation .722

Cohesion .622

Eigen-value 3.669 1.879 1.292 1.109

R2(%) 12.23 14.68 15.62 22.14

 Total R2(%) 64.67

<Table 2>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culture

조직문화의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진취성, 계성, 

생산성, 친화성에 한 상 계 분석결과 <표 3>와 같

다. 진취성은 계성 0.43(p=0.05), 생산성 0.40(p=0.05), 

친화성 0.50(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계성은 생

산성 0.71, 친화성 0.50 으로 다소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생산성과 친화성 역시 

0.57(p=0.01)로 다소 높은 상 계수 값을 보이고 있었다.

　 Mean S.D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Adventurous 3.10 0.62 1

Hierarchical 3.08 0.57 0.43* 1

Productive 3.36 0.65 0.40* 0.71** 1

Friendly 3.55 0.51 0.50** 0.50** 0.57** 1

*  : p<0.05

** : p<0.01

<Table 3> Inter-construct correla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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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value

(p-value)

Research 

hypothesis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tant) 0.918 0.369 2.487(0.014)

Adventurous(Hypothesis 1-1) 0.364(0.406) 0.076 5.775(0.000) Accept

Hierarchical(Hypothesis 1-2) -0.003(-0.003) 0.092 -0.030(0.976) Reject

Productive(Hypothesis 1-3) 0.102(0.119) 0.082 2.238(0.218) Reject

Friendly(Hypothesis 1-4) 0.211(0.196) 0.096 3.193(0.030) Accept

                F=11.719      p=0.000         R2=.316        Adjusted R2=.3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value

(p-value)

Research 

hypothesi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tant) 2.207 0.266 8.300(.000)

Adventurous(Hypothesis 2-1) 0.087(0.140) 0.055 2.587(0.115) Reject

Hierarchical(Hypothesis 2-2) -0.115(-0.171) 0.066 -2.735(0.086) Reject

Productive(Hypothesis 2-3) 0.180(0.307) 0.059 4.052(0.003) Accept

Friendly(Hypothesis 2-4) 0.217(0.292) 0.069 4.135(0.002) Accept

         F=10.706      p=0.000         R2=.342        Adjusted R2=.329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조직문화,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한 신뢰도 분

석결과 <표 4>와 같다. 조직문화의 구성요인에 한 신

뢰도 분석결과 Cronbach-α 값이 친화성 0.87, 계성 

0.83, 진취성 0.72, 생산성 0.68로 4개 구성요인 모두 신뢰

성 계수가 0.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Cronbach-α 값은 0.91, 조직시민행동은 0.89인 것으로 나

타나 문항 제거 없이 모두 사용하 다.

Factor Item Cronbach-α

Organizational Adventurous 3 0.721

culture Hierarchical 4 0.832

Productive 3 0.679

Friendly 3 0.865

Organizational

commitment
 - 17 0.912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21 0.891

<Table 4> Reliability coefficients of scale

3.3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의 다중회귀분석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1-1, 1-2, 1-3, 1-4의 검정결과는 <표 5>와 같다. 

진취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은 t값 5.78(p=0.000)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친화성 역시 t값 

3.13(p=0.030)로 가설 1-4도 채택되었다. 반면 계성과 

생산성은 각각 t값 -0.003(p=0.976), t값 2.238(p=0.218)로  

가설 1-2와 1-3은 기각되었다. 회귀모형 체에 한 

합성 검정결과 F=11.719, 유의확률 0.000 이므로 유의수

 5%에서 회귀모형은 합함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들

의 유의성 검정에서 비록 계성과 생산성이 유의수  

5%에서 유의하지 않으나 이를 포함한 체식이 유의함

으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0% 정도 다. 

(조직몰입)Ŷ = 0.918 +0.364(진취성) -0.003( 계성) 

              +0.102(생산성) +0.211(친화성) +Ɛ

3.4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의 다중회귀분석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1, 2-2, 2-3, 2-4의 검정결과는 <표 6>와 

같다. 생산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은 t값 

4.052(p=0.003)로 나타나 가설2-2는 채택되었으며 친화

성 역시 t값 4.135(p=0.002)로 가설 2-4도 채택되었다. 반

면 진취성과 계성은 각각 t값 2.587(p=0.115), t값 

-2.735(p=0.086)로 가설 2-1과 2-2는 기각되었다. 

회귀모형 체에 한 합성 검정결과 F=10.706, 유

의확률 0.000 이므로 유의수  5%에서 회귀모형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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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들의 유의성 검정에서 비록 진

취성과 계성이 유의수  5%에서 유의하지 않으나 이

를 포함한 체식이 유의함으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3% 정도 다. 

(조직시민행동)Ŷ = 2.207 +0.087(진취성) -0.115( 계성) 

+0.180(생산성) +0.217(친화성) +Ɛ

4. 고찰

의료의 양극화 상으로 인한 소병원의 경 난은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 문병원제도 도입, 건강보험수

가 개선 등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병원

의 경 난은 여 한 상황이다[4].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소병원의 경 난 타개를 한 내외  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정부의 정책  실 은 물론 소병

원의 과학 이고 합리 인 조직 리 개선 의지의 발 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병원의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조

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소병원의 효과 인 조직 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검정결과 진취성과 친화성의 조직문화가 조직몰

입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 계성과 생산성은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문화, 신문화, 집단

문화가 지속  조직몰입에 정  향을 미치며 계문

화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8,11,15]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유연성을 갖춘 도 정신과 가

족 친화  분 기는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과의 일체감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직권과 서열의식 그리고 성

과 심주의의 조직문화는 조직일체감 즉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검정결과 생산성과 친화성의 조직문화가 조

직시민행동에 정  향을 미쳤으며 진취성과 계성

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와 성취 그

리고 인간 계가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며 계문화

는 부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9]와 일부 일치한

다 할 수 있다. 조직문화 유형  친화성은 구성원들의 조

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모두 정  향을 미치고 있

는 반면 계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각각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는 편의 표본추출에 의한 횡단

 근법이라는 것과 소병원 4곳을 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그 수가 충분하지 않은  등을 들 수 있다. 소

병원의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을 악한 과 병원운 에 있

어 구성원간의 친화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모

두 향을 가져오는 요한 요소이라는 을 악한 

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소병원 조직 리 

제고를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한 조직문화 변화

와 개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병원은 어떤 조직보다도 

노동집약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직종의 문가

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 으로 이루기 해선 조직구성원들의 일체감 즉 조

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은 무엇보다 요한 략  요소

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문화는 조직몰

입과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 성공  조직

리를 해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소병원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이 한 조

직문화 개 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비 과 병원의 비

을 일치시키고 한 보상과 높은 단계의 자아실 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여기진

다. 한 커뮤니 이션 시스템 확립을 통한 신뢰감과 유

감 형성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셋째, 소병원은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

기 한 조직문화 개 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에 한 지

속 인 교육과 권한 임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

함으로써 업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워

크향상을 한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킴이 바람직

하다 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병원업무의 특성상 구성원간의 신

뢰감  유 감 형성은 소병원 조직 리에 있어 무엇

보다 우선시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 습화된 

업무처리 분 기에 의한 지나친 계성은 의료환경 변화

에 극 체함을 어렵게 만들며 합리  의사결정을 통

한 소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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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소병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극

이고 능동 인 조직문화 형성과 구성원간 친화력을 결속

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한 지속  노

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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