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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self-efficacy on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The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278 college students who were surveyed were 

analyzed.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278 respondents, the men accounted for 14.4 percent, and 

the women accounted for 85.6 percent. Concerning academic year, the largest group was the 

freshmen(44.2%), followed by the juniors(43.5%) and the seniors(12.2%). Among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the male students got a mean of 2.97 in general self-efficacy, and the female students 

got a mean of 2.95. In social self-efficacy, the former and the latter got a mean of 3.02 and 2.91 

respectively. The former scored a little higher,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the male students got a mean of 3.05 in general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nd the female students got a mean of 2.86.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anagerial understanding, the former and the latter respectively got a mean of 

2.99 and 2.72,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2.622, p<.01).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respectively got a mean of 3.07 and 2.85 in cosmopolitan outlook,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2.041, p<.05).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the self-efficacy of the college 

students affected their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self-efficacy exerted a positive understanding of 

approximately .272 on organizational understanding(F=22.1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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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교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란 큰 틀 

속에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재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을 졸업한 후 취업과 동시에 즉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대

한 수준을 체계화하여 교육훈련의 강화와 산업체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능력 단위구

성은 능력단위별 분류번호를 근거로 하는 능력단위요소(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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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지식･기술･태도)로 작성되어,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적용

범위와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직무능력의 기본요소를 적용할 경우 직업기초능력인 의

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1][2]. 따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서는 직업기초능력 및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기초능력 수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3]. 이 중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한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여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한 이해 능력을 조직이해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직

이해능력의 하위요소로 일반적 조직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체제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국제감각으로 선정되어 있다[4].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하

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우

수한 능력의 학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란 개

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신념이며[5], 구체적인 상황을 실현하는데 요

구되는 행동에 있어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다[6]. 국내에서

는 김과 박[7]은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고 효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할 수 있다

는 신념을 근거로 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과 능력을 포

함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으며, 장기적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계획, 해결능력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

의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으나[8], 자기

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요소인 조직이해능력에 관한 연관성

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조직이해능력, 경영이해능

력, 체제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국제감각으로 구분하여 살펴

봄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

상을 통한 조직이해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4년 9월1일부터 2015년 2월 30일까지 J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

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 기입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

지 중 기재 누락 등 부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27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5]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Shere와 Madduk[9]가 제작한 자

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s)를 홍혜영[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효능감 17문항, 사회적 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

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 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기대가 높다는 것

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87이었다.

2) 조직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2]이 

개발한 직업기초능력의 항목 중 조직이해능력의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전반적인 조직이해능력 8문항, 경영이해능

력 4문항, 체제이해능력 4문항, 업무이해능력 3문항, 국제 감

각 3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

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해능력이 높다는 것으

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9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istics 21.0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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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0 14.4

Female 238 85.6

Grade

1 123 44.2

2 121 43.5

3 34 12.2

Academic 

achievement

≥2.9 68 24.5

3.0∼3.49 86 30.9

3.5∼3.99 82 29.5

4.0∼4.5 42 15.1

Total 27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SD t p

general self-efficacy

Male 53.10 6.12

0.42 0.673Female 52.69 5.60

Total 50.14 5.39

social self-efficacy

Male 15.53 1.63

1.93 0.055Female 14.87 2.02

Total 14.97 1.98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Male 21.35 4.02

1.90 0.062Female 20.01 3.89

Total 20.20 3.93

managerial

understanding

Male 11.95 2.19

2.62** 0.009Female 10.89 2.38

Total 11.04 2.37

system

understanding

Male 12.53 2.57

1.68 0.094Female 11.83 2.40

Total 11.92 2.43

work

understanding

Male 9.95 2.13

1.93 0.060Female 9.25 2.02

Total 9.35 2.05

cosmopolitan outlook

Male 12.28 2.97

2.04* 0.042Female 11.38 2.48

Total 11.51 2.57
* p<.05, ** p<.01

<Table 2>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ccording to gender

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의 차

이는 t-test검증, ANOVA를 실시 한 후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

에는 Duncan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은 

Pe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조

직이해능력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총 278명 중 성별은 남자 

14.4%, 여자 85.6%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44.2%, 2학년 

43.5%, 3학년 12,2%순이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 수준은 3.0∼
3.49점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3.99점 29.5%, 
2.9점 이하 24.5%, 4.0∼4.5점 15.1%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의 차이 검증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일반적 효능감 영역에서 남자

(M=53.10)가 여자(M=52.69)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효능감은 남자(M=15.53)가 여자

(M=14.87)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조직이해능

력의 하위요소 중 조직이해능력, 체제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경영이해능력은 남자(M=11.95)가 여자

(M=10.8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62, p<.01) 
국제감각영역도 남자(M=12.28)가 여자(M=11.38)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04, p<.05)<Table 2>.    

3.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의 차이 검증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일반적 효능감은 2학년(M=2.96)
이 1학년(M=2.94) 3학년(M=2.90)보다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효능감은 1학년

(M=2.50)이 2학년(M=2.49) 3학년(M=2.48)보다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직이해능력의 하위요소 중에서 학년에 따른 경영이해능

력에서는 1학년(M=2.87), 2학년(M=2.67), 3학년(M=2.63)간 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23, p<.05). 추가로 사후분석 결

과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경영이해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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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SD F p

general self-efficacy

1 2.94 0.35

0.52 0.5952 2.96 0.29

3 2.90 0.24

social self-efficacy

1 2.50 0.33

.049 0.9532 2.49 0.34

3 2.48 0.28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1 2.54 0.54

0.64 0.5242 2.52 0.44

3 2.44 0.43

managerial 

understanding

1 2.87a 0.66

4.23* 0.0162 2.67b 0.53

3 2.63b 0.45

system 

understanding

1 3.03 0.64

2.02 0.1342 2.98 0.58

3 2.79 0.53

work 

understanding

1 3.14 0.74

0.67 0.5092 3.12 0.65

3 2.99 0.55

cosmopolitan

outlook

1 2.92 0.68

1.11 0.3282 2.81 0.60

3 2.92 0.61
* ANOVA test,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 p<.05 

<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ccording to academic year

Characteristics (1) (2) (3) (4) (5) (6) (7)

general 

self-efficacy(1)
1

social 

self-efficacy(2)
.439** 1

organizational 

understanding(3)
.244** .228** 1

system 

understanding(4)
.215** .149* .735** 1

work 

understanding(5)
.191** .061 .672** .702** 1

managerial 

understanding(6)
.232** .155** .745** .716** .610** 1

cosmopolitan 

outlook(7)
.245** .142* .682** .631** .643** .640** 1

* p<.05, ** p<.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variable B S.E  t Adj R2 F

constant 1.488 .306 　 4.868
.071

　

22.105*
self-efficacy .486 .103 .272 4.702

* p<.05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4.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의 상관분석

일반적 효능감은 조직이해능력(ｒ=.244, p<.01), 체제이해능

력(ｒ=.215, p<.01), 업무이해능력(ｒ=.191, p<.01), 경영이해능

력(ｒ=.232, p<.01), 국제감각능력(ｒ=.245, p<.01)과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은 조직이해능력(ｒ=.228, p<.01), 체제이해능

력(ｒ=.149, p<.05), 경영이해능력(ｒ=.155, p<.01), 국제감각능

력(ｒ=.142, p<.05)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Table 4>. 

5.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272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2.11, p<.001).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0.71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도 모두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직이해능력

=1.49+.49*자기효능감).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도 모

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

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2로 검정통계량(1.69)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Table 5>.

Ⅳ.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미치는 

관계를 각 변인의 하위요소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구체적으

로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한 조직이해능

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소재

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7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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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의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일반적 효능감은 남자 53.10±6.12점, 여자 52.69±5.60점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적 효능감은 남자 15.53±1.63점, 여자 14.87±2.02
점으로 남자가 다소 높았으나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8]의 연구와 비교 해 보면 일반적 효

능감은 남자 59.94±8.41점, 여자 56.02±9.79점, 사회적 효능감

은 남자 20.82±4.21점, 여자 19.89±4.12점으로 나타났으며, 신
[1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효능감은 남자 58.01±9.08점, 여자 

57.30±8.87점, 사회적 효능감은 남자 20.37±3.25점, 여자 

20.12±3.97점으로 나타났다. 배[12]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효능

감은 남자 57.70±9.70점, 여자 54.60±9.50점, 사회적 효능감은 

남자 20.10±4.21점, 여자 19.89±4.12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

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 논문과는 차이가 있었다. 학
년에 따른 일반적 효능감은 2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 높았

으며, 사회적 효능감은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8]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3학년에서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바,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라고 생각된다. 
조직이해능력은 전체 평균 2.96점으로 나타나 차[13]의 연

구 3.45점, 안 등[14]의 연구 3.45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조직이해능력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국

제감각 평균 2.96점, 체제이해능력 평균 3.04점, 경영이해능력 

평균 2.85점, 업무이해능력 평균 3.2점으로 조직이해능력의 하

위 요소 중 업무이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안 등[14]의 연구 

결과와 비교 해 보면, 국제감각 평균 2.91점, 체제이해능력 평

균 3.21점, 경영이해능력 평균 3.07점, 업무이해능력 3.29점으

로 보고된 바 국제감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사료된

다. 따라서 직무능력중심의 교육을 위한 조직이해능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간의 

관련성은 비교적 낮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 중 일반적 

효능감에 대한 조직이해능력 하위요소와의 상관성은 일반적 

조직이해능력(ｒ=.244), 경영이해능력(ｒ=.232), 국제감각능력

(ｒ=.245)과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사회적 효

능감에 대한 조직이해능력과의 상관성은  일반적 조직이해능

력(ｒ=.228), 경영이해능력(ｒ=.155), 국제감각능력(ｒ=.142)으
로 비교적 낮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조직이해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최[15]의 연

구에서는 일반적 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ｒ=.144)과 낮은 정

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ｒ
=.229)과 관련성이 일반적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2.11, p<.001). 이는 임[16]의 

연구와 정 등[1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상이 일부지역의 대학생에 국한

되어 전체를 대변 할 수 없다는 점과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

능력간의 관계에만 국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사용한 측정도

구의 특성상 주관적 응답에 의한 바이어스가 일부 개제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 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해능

력을 인지시키고,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 관계를 평가하

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일부 지역의 대

학생 278명을 편의 추출하여 자기효능감과 조직이해능력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중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은 남자가 높았으며, 일반적 조직이해능력, 체제이해능

력, 업무이해능력에서도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일반적 효능감에서는 2학년이 높게 나타

났고, 사회적 효능감은 1학년이 높았다.
학년에 따른 조직이해능력에서는 1학년이 조직이해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기효능감이 조직이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이

해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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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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