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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재난준비도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이영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간호학과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Disaster Preparedness and 
Self-leadership in University Students

Young-M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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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의 수 을 확인하고,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의 변수 간의 상 계를 확인하여, 학생을 한 재난 방 련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는 것이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2개 학의 141명의 학생으로 부터 자료를 설문조사 방법으로 수집하 다. 자료
수집의 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t-test, ANOVA, Scheffe’s test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SPSS/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되었다.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한 수 은 3.51  

이었고, 셀 리더십의 수 은 3.53  이었다.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재난 비도  셀 리더십 간의 상 분석을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은 셀 리더십과 통계 으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한 재난 비도는 자기 효능감과 셀 리더십과 통계

으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재난 비도를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의 개발을 하

기 해서는 자기 효능감과 셀 리더십에 한 고려가 되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disaster preparedness and 
self-leadership of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141 student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SPSS/WIN 19.0 
program. The participant's scores for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were 3.51 and 3.53, respectively. Disaster 
preparedn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university students, while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leade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developing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disaster preparedness 
among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Disaster Preparednes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University student

본 논문은 2015년도 강원 학교 학회계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 음(No.201510111)
*Corresponding Author : Young-Mee Lee(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10-4591-2617  email: ymlee@kangwon.ac.kr
Received June 14, 2017
Accepted July 7, 2017

Revised July 6,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 으로 다양한 재난 련 사건이 발생하

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체에 해 막 한 향을 주게 되며, 수도 없이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상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련 생존자와 구호담당 인원들이나 자원 사자들도 스트

스와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이차 인 건강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1]. 
재난과 련한 사건으로 규모 재난을 경험했던 선

진국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시스템을 이용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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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한 피해를 최 한 이고, 재난이 2차 으로 더 

확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2]. 
최근, 국내에서도 천안함 사건, 구 지하철 사건, 세

월호 사건 등의 여러 개의 다양한 형 재난이 발생하

다. 이런 국내 련 상황에서 많은 간호 인력이 다양한 
재난상황에 비하여 극 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한 재난간호에 해서도 많은 심이 더욱 필요한 것

이다[3]. 
한편, 셀 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향을 미

치기 해 취하는 범 한 사고  행동의 략이며, 스
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의가 

되며[4]. 사람들의 역기능 인 신념체계를 정 인 것

으로 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되면서, 건설 인 

사고 략을 셀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보고하고 있다[5].
자기 효능감 이론을 주장한 Bandura에 따르면, 인간

의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해 결과

기 와 결과를 성취하기 해 요구되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지에 해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어

야만 동기유발이 증가된다고 보고 하 다[6].
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열망과 노력, 참을성과 사

고의 과정에 까지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7],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8].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재난 련 교육은 주로 

국가기 에서 일률 인 행사형식으로 진행되어졌기 때

문에, 개인의 재난 리 능력을 함양시키기에는 교육방법

으로는 부 합하다는 평가가 보고되고 있다[9]. 
그러므로, 우선 재난 비를 한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 재난 비와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십과 같은 변인들의 상 계 유

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런 변인들을 함
께 분석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간의 상 계를 알아보고, 재난 비도 향상을 

한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정도를 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를 확인하고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특성에 따른 재난 비도의 차이를 악

한다.
둘째, 학생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

십 수 을 악한다.
셋째, 학생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

십과의 상 계를 악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

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 수집은 해
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직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취

지를 설명하 고, 설문조사를 허락받았다. 윤리  측면

을 고려하기 해, 헬싱키 선언에 기본 바탕을 두고, 
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 으며, 설문
에 응하고자 하는 상자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한 연구의 자발 인 참여가 필요함과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설문에 
응하지 않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 으며, 
익명성에 한 보장의 약속에 해서도 설명하 다. 본 
연구의 설문응답에 동의한 총 141명의 학생들이 참여
해주었으며, 2017년 4월 3일에서 4월 17일 사이에 자료
가 수집 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로그램을 이

용하 으며, 효과크기는 간크기인 .15, 유의수  .05, 
검정력 .95를 기 으로 하 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상자 수는 120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
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설문지 145부  145
부가 회수되었고, 작성된 내용이 락되었거나 불충분한 
자료 4부를 제외한 141부(97.2%)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하 다. 

2.2 측정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학교성 , 경제  수 에 

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자기 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자기 효능감 척도는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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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ly와 Eden[10]이 척도로 개발했던 도구로, Kim[11]
이 번안하고 수정한 자기 효능감 도구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척도의 해석은 각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되도는 Cronbach’s alpha는 .89이
었다.  

2.2.3 재난준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귀하는 재난 비를 하고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 아니오”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재난 비 척도로 사용하 다. 

2.2.4 셀프리더십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최근에 개발되었고 

신뢰도가 안정 인 것으로 알려진Houghton과 Neck[12]
이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in 등[1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  그 지 않다’의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의 5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해석은 총 문항의 수를 합하여 
체 수가 높을수록 셀 리더십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되도는 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9.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 고, 일반  특성, 자기 효능
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정도는 기술  통계를 실

시하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재난 비도 수 의 차

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상자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정도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의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는 나이는 평균 20세 이
었고, 남학생이 29명(20.57%), 여학생이 112명(79.43%)
이었다. 성 은 상 수 이 13명(8.6%), 간수 이 95
명(62.9%), 하 수 이 33명(21.9%)이었다. 자신의 경
제  수 은 상 수 이 0명(0.0%)이었고, 간수 이 

119명(78.8%)이었고, 하 수 이 22명(14.6%)로 나타
났다[Table 1].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준비도 차이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재난 비도 차이는 

성별, 자신의 경제  수 , 학교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3 대상자의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상자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정

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상자의 재난 비도와 

자기 효능감(r=-.204, p=.015)은 유의한 음의 상 계

를 나타내었으며, 셀 리더십(r=-.191, p=.023)과도 유
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상자의 자기효능감
은 셀 리더십(r=.64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 계

를 나타내었다. 즉 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isaster prepared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1)

Characteristics
Disaster preparedness

       N(%)        M±SD  t(F)  p
Age(yr) 20.06±1.32  

Gender
Male 29(20.57) 1.86±0.35

-0.615 0.540
Female 112(79.43) 1.90±0.29

Academic 
performance

High 13(8.6) 2.00±0.00
0.848 0.430Middle 95(62.9) 1.88±0.32

Low 33(21.9) 1.88±0.33

Economic 
status

High 0(0.0) 0.00±0.00
0.243 0.623Middle 119(78.8) 1.90±0.30

Low 22(14.6) 1.8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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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saster preparedness

(p)
Self-efficacy

r(p)
 Self-leadership

r(p)

Disaster preparedness 1 -.204
(.015)

-.191
(.023)

Self-efficacy 1 .640
(.000)

Self-leadership 1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41)

 

3. 고찰

본 연구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정도를 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를 확

인하고, 재난 비를 한 로그램개발을 한 기 자료

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서 재난 비도에 따

른 차이는 성별, 자신의 경제  수 , 학교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Woo et al.[14]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상반

된 연구결과이었다. 이 결과에 해서는, 남학생들은 의
무 으로 군 에 입 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군사훈련과 

재해 련 교육의 이수가 의무 이기 때문에 여학생보다 

재난에 한 비가 높을 것으로 측하 으나, 본 연구
에서는 남학생들의 군복무에 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이었으므로,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
료된다. 향후 남학생을 상으로 군복무 여부와 련하
여 비교 연구를 해볼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자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정

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재난 비도는 자기효능감

과 셀 리더십과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재난 비도와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십의 계를 확인

한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다
만, 셀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에게 향력을 주기 해 

이용하는 사고  행동 략의 일체로서 높은 성과를 도

출하도록 자신을 이끌어 주는 자율 인 힘이기 때문에

[15], 셀 리더십이 강한 학생들이 자신의 통제능력을 

믿고 재난 비 활동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상자의 수를 확 하여 재난 비도와 자기 효능감 

 셀 리더십 의 상 계에 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재난 비도 향상을 한 로그램 개발 에 한 기

자료 활용 시 이런 변수들에 한 활용을 극 으로 사

용할 필요가 있다. 

한,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십과의 상 계에서 유

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16-17]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

십이 순상 계를 확인하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

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해 자신감
을 높게 가지고, 스스로에게 정 인 셀 리더십을 잘 

용하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재난 비도 향상을 한  로그

램을 비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십을 

심 기반으로 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재난 비

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 재난 비도  셀

리더십 정도를 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를 확

인하여, 학생을 한 재난 비도 향상 로그램개발에 

기 자료를 활용하기 한 연구이었다. 연구 상자는 강

원도 소재 학에 다니는 141명의 학생이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재난 비도는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십과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십과도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학생을 한 재난 방 련 

로그램 개발 시 자기효능감과 셀 리더십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학생의 재난 비도를 향

상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 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재난 비도 로그램 용 후에 효과

에 한 확인을 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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