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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병원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및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이 효과성과 혁신성(Effectiveness and Innovativeness)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와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이 효

과성(Effectiveness)과 혁신성(Innovativeness)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Organizational Communication)과 임파

워먼트(Empowerment)의 매개효과(mediatied effects)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문화와 조직공정성이 효과성과 혁신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었고,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는 효과성과 

혁신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irectly effects of effectiveness and innovativeness related by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justice. Additionally to verify mediated effects abou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empowerment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justice related with effectiveness and innovativeness. As a results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justice 

is directly effects to effectiveness and innovativeness, there were mediatied effects by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empowerment.

At the conclus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empowerment were positive effects to effectiveness and innovativeness.

Keywords: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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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최근 인구증가의 정체와 함께 환자 수의 증가추세가 둔화함[1]에 따라 의료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과거의 시장에서 이제

는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들을 선택하는 환자와 고객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2,3]. 또한, 의료수요

자인 국민들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더욱 질 좋은 유ㆍ무형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 그러다보니, 

의료 공급자인 병원들은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료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으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첨단화된 의료장비 및 고급화된 시설 투자에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투자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설비투자비 상승, 정부의 의료비 억제정

책 등의 내외적 요인과 연동되어 병원 재정이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형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직구조적 차원에서 혁신기법도입, 구조개편, 운영방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형태적인 차원에서 동기유발

을 위한 임파워먼트나 조직운영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어떤 방법으로는 구성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효과성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요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특히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조직커뮤니케이

션,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조직커뮤니케이션, 임파워먼트가 효과성과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았지만, 효과성과 혁신성이라는 것이 단일 변

수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변수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차별적 연구의 관점을 두

었다. 특히, 일반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집약적이고 복잡한 조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조직

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병원조직에 있어 조직문화 및 조직공정성이 효과성과 혁신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조

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하여 효과성과 혁신성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병원경영관리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병원경영을 해 갈 수 있도록 제언하는데 근본적인 연구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조직커뮤니케이션, 임파워먼트, 효과성, 혁신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결과

를 근거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은 인과적 폐쇄성(causal closure)을 가지며, 단일방향의 비대칭

적(recursive causality)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선형(linear)관계임을 가정하였

으며, 효과성과 혁신성에 대해 조직문화와 조직공정성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효과성과 혁신성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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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규범, 전통,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서 조직구성원과 조직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말하며, 조직공정성은‘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보상과 대우 등 여러 가

지의 상황 또는 행태에 대해 지각하는 공정성’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내에서 사회적 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미 있

는 메시지나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임파

워먼트는 ‘심리적인 동기부여 측면에서 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도록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관계구조적 측면에

서 조직구성원에게 활력을 주기 위하여 권한을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효과성은 ‘조직목표의 달성 정도’를 말하며, 효과성을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지표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혁신성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반응하고 환

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제적 활동개념으로 지식자원을 통해 조직내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활용

해야 한다는 개념의 지식경영활동, 창의성, 혁신행동의 세 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9년 5월 한달간 이루어졌으며, 우편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설문지는 기관별로 50부씩 총 500부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배부하여 455부를 회

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한 42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측정도구 및 신뢰도 분석

각 문항은 5점 Likert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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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개념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참고문헌

조직

문화

합의문화 5 .796
 Quinn & McGrath (1985)[4] 

 신원철(2016)[5]

 이상철(2012)[6]

 김막래(2010)[7]

위계문화 5 .754

합리문화 5 .875

발전문화 5 .828

전체 20 .897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5 .916  Williams et al. (1991)[8]

 Moorman (1991)[9]

 Price & Mueller (1986)[10]

 McFarlin & Sweeney (1992)[11]

 신원철(2016)[5]

절차공정성 5 .875

상호작용공정성 3 .915

전체 13 .948

조직 커뮤니

케이션

정보공유 4 .768  Downs & Hazen (1997)[12]

 박정혜(2002)[13]

 오영미(2004)[14]

교류활성화 4 .768

전체 8 .868

임파워

먼트

의미감 4 .796

 Spreitzer (1995)[15]

자신감 4 .754

자기결정력 4 .875

영향력 4 .828

전체 16 .897

효과성

직무만족 8 .901  Herzberg et al.(1959)[16]

 이종두(1996)[17]

 이정주(2006)[18]

 Mowday, Porter & Dubin (1974)[19]

조직몰입 9 .733

전체 17 .884

혁신성

지식경영 9 .796  Filius et al.(2000)[20]

 Zhou & George (2001)[21]

 Ettlie & O'keefe (1982)[22]  

 Krause (2004)[23]

창의성 8 .923

혁신행동 8 .867

전체 25 .930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시된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22.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 간의 판별타당성의 충족 정도와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고자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연구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하였으며 최종연구모형의 직ㆍ간접효

과를 분해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0.85 이상인 변수가 없어 측정 도구의 판별타당성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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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구분 조직문화 조직공정성 조직커뮤니케이션 임파워먼트 효과성 혁신성

조직문화 1

조직공정성 .614** 1

조직커뮤니케이션 .594** .731** 1

임파워먼트 .494** .481** .490** 1

효과성 .607** .643** .703** .650** 1

혁신성 .383** .393** .439** .596** .597** 1

**p < 0.01(양쪽)

3.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조직문화와 조직공정성이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를 복수매개로 하여 효과성과 혁신성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

에 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적합도 분석결과 χ²값은 494.45, df=1220, 유

의확률 .000으로서 유의하였고(p<.001), 적합도는 Normed(χ²/df)=4.05, NFI=.893, IFI=.917, TLI=.882, CFI=.916, RMSEA= 

.085(.077~.093)으로 나타나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로 판단되었다.

Table 3. Goodness of Fit on Equation Model

구분 χ² df Normed NFI IFI TLI CFI
RMSEA

LO 90 HI 90

적합도지수 494.45 122 4.05 .893 .917 .882 .916
.085

.077 .093

조직문화→조직커뮤니케이션→효과성에 이르는 경로와 조직문화→조직커뮤니케이션→혁신성에 이르는 경로, 조직공정성

→조직커뮤니케이션→효과성에 이르는 경로, 조직공정성→조직커뮤니케이션→혁신성에 이르는 경로, 조직문화→임파워먼트

→효과성에 이르는 경로와 조직문화→임파워먼트→혁신성에 이르는 경로, 조직공정성→임파워먼트→효과성에 이르는 경로, 

조직공정성→임파워먼트→혁신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24개 경로의 최종연구모형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첫째, 조직문화 중 합의문화는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경로와 임파워먼트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

에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지식경영에 이르는 경로는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위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이르는 경로와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경로가 p<.05 수준에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합리문화는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와 지식경영

에 이르는 경로가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발전문화는 임파워먼트에 이르는 경로와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

(+)의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조직공정성중 분배공정성은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경로, 절차공정성은 임파워먼트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상호작

용공정성은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경로와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셋째,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와 지식경영에 이르는 경로, 혁신행동에 이르는 경로, 조직몰입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의 영향력을 보였고, 조직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와 조직몰입에 이르는 경로, 지식경영에 이르는 

경로, 창의성에 이르는 경로, 혁신행동에 이르는 경로 모두 에서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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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gnificant Test Model

Table 4. Result of SEM (1)

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p

합의문화  

→ 조직커뮤니케이션 .174 .042 .181 4.150 .000

→ 임파워먼트 .136 .044 .159 3.114 .002

→ 직무만족 .099 .039 .098 2.534 .011

→ 지식경영 -.102 .053 -.100 -1.977 .048

위계문화  
→ 조직커뮤니케이션 .078 .039 .075 2.004 .045

→ 조직몰입 .148 .032 .188 4.558 .000

합리문화 
→ 직무만족 .086 .031 .095 2.791 .005

→ 지식경영 .105 .042 .115 2.489 .013

발전문화
→ 조직커뮤니케이션 .088 .038 .097 2.306 .021

→ 임파워먼트 .189 .041 .233 4.625 .000

분배공정성 → 조직커뮤니케이션 .208 .040 .256 5.135 .000

절차공정성 → 임파워먼트 .195 .040 .261 4.928 .000

상호작용공정성

→ 조직커뮤니케이션 .231 .034 .313 6.831 .000

→ 직무만족 .168 .032 .217 5.307 .000

→ 조직몰입 .049 .028 .087 1.713 .087

조직커뮤니케이션

→ 직무만족 .365 .045 .349 8.106 .000

→ 조직몰입 .110 .040 .145 2.761 .006

→ 지식경영 .245 .055 .233 4.442 .000

→ 혁신행동 .186 .042 .204 4.441 .000

임파워먼트

→ 직무만족 .319 .043 .270 7.474 .000

→ 조직몰입 .347 .038 .406 9.105 .000

→ 지식경영 .480 .058 .404 8.265 .000

→ 창의성 .620 .047 .538 13.143 .000

→ 혁신행동 .465 .047 .451 9.82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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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4.1 연구결과 요약

의료기관에 있어 조직문화 및 조직공정성이 효과성과 혁신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조직커

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하여 효과성과 혁신성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Table 5. Result of SEM (2)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합의문화

→ 조직커뮤니케이션 .202 .202***

→ 임파워먼트 .159 .159**

→ 직무만족 .195 .064* .131**

→ 조직몰입 .099 .099**

→ 지식경영 .006 -.105* .111**

→ 창의성 .086 .086**

→ 혁신행동 .113 .113**

위계문화

→ 조직커뮤니케이션 .062 .062*

→ 직무만족 .028 .028

→ 조직몰입 .193 .183*** .011*

→ 지식경영 .014 .014*

→ 혁신행동 .013 .013*

합리문화
→ 직무만족 .084 .084**

→ 지식경영 .108 .108*

발전문화

→ 조직커뮤니케이션 .126 .126*

→ 임파워먼트 .232 .232**

→ 직무만족 .116 .116*

→ 조직몰입 .115 .115*

→ 지식경영 .124 .124*

→ 창의성 .125 .125**

→ 혁신행동 .130 .130*

분배

공정성

→ 조직커뮤니케이션 .241 .241***

→ 직무만족 .107 .107**

→ 조직몰입 .042 .042**

→ 지식경영 .056 .056**

→ 혁신행동 .051 .051**

절차

공정성

→ 임파워먼트 .262 .262***

→ 직무만족 .068 .068*

→ 조직몰입 .105 .105**

→ 지식경영 .106 .106**

→ 창의성 .141 .141**

→ 혁신행동 .117 .117**

상호작용

공정성

→ 조직커뮤니케이션 .327 .327***

→ 직무만족 .317 .171*** .146*

→ 조직몰입 .125 .068 .057*

→ 지식경영 .076 .076*

→ 혁신행동 .069 .069*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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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문화와 조직공정성은 효과성과 혁신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는 효과성과 혁신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연구모형의 직ㆍ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중 합의문화는 조직커뮤니케이션, 임파워먼트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직무만족, 지식경영에 직ㆍ간접효과가 

있었고, 조직몰입, 창의성, 혁신행동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위계문화는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조직몰입에 직ㆍ

간접효과가 있었고, 직무만족, 지식경영, 혁신행동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합리문화는 직무만족, 지식경영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발전문화는 조직커뮤니케이션, 조직임파워먼트, 조직몰입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지식경영, 창의성, 혁신행

동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둘째, 조직공정성중 분배공정성은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지식경영, 혁신행동에 간접

효과가 있었다. 절차공정성은 조직임파워먼트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지식경영, 창의성, 혁신행동에 간접효

과가 있었다.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직․간접효과가 있었고, 지식경

영, 혁신행동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4.2 결론 및 제언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바 있지만, 이 연구결과에서도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

는 하였지만 조직문화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

과 혁신성(지식경영, 창의성,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합의문화, 위계문화, 발전문화 및 합리문화중에서 어떤 문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는 해당 병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조직문화를 관리의 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

다는 결론이다. 다만, 네가지의 문화 중 지나치게 어느 하나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네 가지 조직문화의 역

설적 가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5]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고, 문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일정기간 이상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

하면 조직문화라는 것이 조직분위기와는 달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병원에서 원하는 문화로 정착되기 어렵고 과

거의 문화로 회귀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조직문화를 진단해 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조직문화와의 갭(Gap)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경영자가 원하는 문화가 구성원이 바라는 문화의 차이도 규명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24].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조직커뮤니케

이션과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효과성(직무만족, 조직몰입)과 혁신성(지식경영, 창의성, 혁신행동)에 영향력을 있었다. 이는 

1960년대 초부터 일반 경영학분야에서 대두되어 본 공정성의 가치가 병원조직에서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에서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내적 동기력을 상실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경영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다만, 공정성이

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명료화하여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양적 측면에서 자원분배의 공정성에만 몰입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다. 분배 결과만이 아니라 분배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이 또한 조직공정성 

이론의 발전단계에서 강조된 바 있었다. 분만아니라 공정성관리시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는 상호작용 공정성관리

도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 지고 그러한 분배방식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보가 구성원들

에게 올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공정성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분배제공자보다는 분배

의 수혜대상자인 구성원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병원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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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든 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성 지각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 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병원경영자의 관심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지식경영, 창의성,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매개변수

로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속에서 인간들을 통합시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이해시키고 조정하며, 분열 없이 사회합의

에 도달하게 하는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25]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

성된 사회단위가 조직이고,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이 경영이라 할 때, 사람간의 의사소통은 조

직경영을 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임이 틀림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성원들간 진정성 

있는 상향적·하향적 ·수평적 의사소통을 해 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을 고취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활력 있게 직

무에 임하느냐는 임파워먼트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결과일 것이다.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해 가며 스스로가 지각하는 의미감, 

자신감, 자기결정력 및 영향력이 심리적인 동기부여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병원경영자가 구성원들에 바라는 열정, 노

력, 자율, 주인의식, 책임감 등도 결국은 임파워먼트의 산물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일반기업에서 강조되어 온 조직관리의 주요 변수들을 병원조직에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위와 같이 

제언하지만, 후일 좀 더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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