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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방사선 종양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 고도로 향상된 의료 기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시 환자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문직인으로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에 근무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배경 변인에 따라 조직 효과성과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부서안에서 파트별 직무 분석을 통해 감

정 노동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향 후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사의 직무에 따라 조직 문화를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조직 관리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I. 서론

  최근의 의료 기관의 조직은 환자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다양화, 의료 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의 종사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시

스템 개발, 조직 문화 및 직무 분석을 통해 환자에 대한 서

비스를 수행할 때 감정적인 표현을 조절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병원 조직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기

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의 조직 몰입도, 직무 분석 및 감

정 노동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자 치료를 위해 근무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방

사선사의 인구 사회학적, 직업적 특성이 스트레스와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조직 문화가 직업성 긴장

과 스트레스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

를 개발하기 위한 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분류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 종

양학과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설

문지를 통해 직접 배포하는 방식과 전자 메일을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2011년 12월에 실시한 예비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전문가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보완하

여 2012년 3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Brog와 Gall은 

일반적으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에 가까운 정규 분포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을 추출해야 한다고 하

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모집단에 가까운 포본 추출을 

위하여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설문지 23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에 회수가 안 된 설문

지 16부와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설문

지가 실제 분석되었다.

2. 연구 도구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 연령, 근무지, 근무기

간, 근무형태를 조사하였고 조직 문화 20문항, 감정노동 5

문항, 셀프 리더쉽 17문항, 조직몰입 13문항, 직무 만족 12

문항, 스트레스 18문항, 방사선 종양학과 업무 20문항으로 

구성한 후 타당도 검증을 위해 30명의 대상자에게 예비 조

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uinn과 McGrath의 연구에서 제

시된 경쟁 가치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Kim등이 개발한 도

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관계 지향적, 혁신 지향적, 위계 지향적, 업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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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문화로 구성하였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
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및 평가

  통계 분석은 SPSS windows ver.19.0(SPSS Inc.,USA)

를 이용하여 조직문화와 셀프 리더쉽의 각각의 유형을 분

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조직 

유효성의 차이는 t-test및 one way ANOVA분석 후 사후 

검정으로 Duncan의 다중 비교를 시행하였다. 조직문화 

유형, 셀프리더쉽 유형, 조직몰입, 감정노동, 직무만족에 

대한 관련성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조직문화와 셀

프 리더쉽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가장 보수적

인 추정 방법이지만,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 C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 ,s α는 관

계 지향적 문화=0.833 , 혁신 지향적 문화=0.816 , 위계

지향적 문화=0.737 , 업무 지향적 문화=0.725였으며 전체

적인 신뢰도는 0.845로 안전된 도구로 나타났다. 셀프 리

더쉽은 Cronbach ,s α는 0.887이었다. 조직 몰입은 

Mowday등이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하였으며 Cronbach 

,s α는 0.885이었다. 직무 만족과 감정 노동은 Hackman

과 Beckman등이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Cronbach 

,s α는 각각 0.916, 0.665이었다.l 

Ⅲ. 결과

  연구 대상자 211명 가운데 176명이 남자였으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10년 이하가 79.2%, 11-20년이 18.0%이며, 

20년 이상 근무자는 2.84%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부서 내 직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002). 근무 형태, 즉 근

무 시간이 정상 근무제인지 시차 근무제인지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0.027). 시차제 근무자들에게 방

종 직무 특수성에 관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조직몰입(p=0.003), 직무만족(p<0.001), 방

종특수성(p<0.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사선 종양학과 내에서 근무하는 파트에 따라 감정 노동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33). 모의 치료

실과 선형 가속기실처럼 환자를 직접 대하는 곳이 감정 노

동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01). 근무 특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

을 결과 직무 만족도(p<0.001), 스트레스(p<0.001)가 높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사 업무 중 병원 조직의 감정 노동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감정노동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사의 감

정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신적 직무 부담과 업무

자율성 부족, 역할갈등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감정 노동 

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변수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전국)를 

추가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향 후 다른 측정 도구

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응용시킬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성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이 높은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종양학과의 조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지향적인 조직문화 형성과 자기관찰, 자기기대, 자기 보상 

요인의 셀프 리더쉽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사

선 종양학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문화 및 감정 노동

을 해소할 방안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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