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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사회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

직은 뚜렷한 목표와 창의 변화로 끊임없는 발 을 강조

하며 최 한의 이익과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조

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소속된 조직에 해 어떤 자세

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목표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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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학군사 후보생의조직몰입에미치는 향요인을규명하고자가설 모형을구축하고모형의 합도

유의성을검증하 다. 연구 상자는 D시, P시, G도에소재한 8개 학교의학군사 후보생 3, 4학년남학생 209명을 상으

로하 으며, 2018년 4월 13일에서 5월 29일까지자료수집하 다. 수집된자료는 SPSS/WIN 20.0과 AMO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설 모형에 한 합지수는 χ2/df=1.51, GFI=.98, AGFI=.90, NFI=0.98, NFI=.97, RMR=.02, 

RMSEA=.05, TLI=.98로지표기 을충족하 다. 연구결과 학군단장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만족과조직몰입간에는양의

상 계가있었으며, 가설 구조모형의 6개의경로 6개가통계 으로유의하 다. 학군단장리더십과자기효능감은조

직몰입에직 간 효과를보 으며, 직무만족은조직몰입에가장강한직 향을미치는요인으로확인되었고, 학군사

후보생의조직몰입에 해 73% 설명하 다. 따라서본연구결과학군사 후보생의조직몰입을높이기 해서는학군단장

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효율 인 교육 재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constructed a structural model and examined the fit and significance of the model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ROTC cade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9 male 

students in grades 3 and 4 ROTC cadets of eight universities located in D, P, and G c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3 to May 29, 2018.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SPSS / WIN 20.0 and AMOS 21.0 programs.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ROTC instructor's leadership,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ix of the six pathways of the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ypothetical model showed a good fit for the data. The model fit indices were χ2/df=1.51, GFI=.98, AGFI=.90, 

NFI=0.98, NFI=.97, RMR=.02, RMSEA=.05, and TLI=.98. The ROTC Instructor's leadership and self-efficacy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had the strongest direc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model explained 73% of the varia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the ROTC instructor's 

leadership,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ROTC cad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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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요한 과제일 것이다. 

군 조직은 군인들로 구성된 특수한 규모 집단으로

계 , 직책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 지휘체계를엄격히확립하고명령체계

수를 강조하는 권 이고 계 인 조직이다[1]. 군이

국가안보기능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조직구

성원인 군인들이 군 조직의 가치 과 일치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것이필수조건이라 할수있다. 이 듯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그 핵

심인인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요한변수

가 조직몰입이다[2].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계로

조직에 한 동일시, 소속감, 일체감, 충성심 등을 내포

하는 개념이며,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들은 더 많은 성

과를 높이므로 조직유효성의 필요한 측지표가 된다

[2]. 즉, 군인 개개인의 조직몰입이 높을 때 주어진 목표

에 자신의 동기를 부여하고열정 으로 임무에 충실하게

되어 군 조직의 성과 향상에 향을 미치게 된다[3].

학군사 후보생은 학생으로 졸업 후 장교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기 한 군사기 지식뿐만아니라

군사훈련까지 받는특수한 간신분에 있다. 학생군사교

육단의 교육목표는 후보생들이 군인기본자질과 투수

행능력을 구비한 강인한 투원 육성에 기 를 두고

장교로서의 업무를 조직 이고 효율 으로 수행하며, 

임무완수에 한 자신감과 극 인사고를갖도록기

하고 있다[4]. 이에 장교들이 군의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해 조직몰입은 군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매우

요한 요소이며, 특히 학군사 후보생들에게 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조직몰입과 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리더십은 조

직구성원들의충성도와 태도를 이끌어 내어조직의효과

를증 시킬수 있는 선행변수로작용할수있다. 상 의

훌륭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 스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직무에 한 만족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6], 조직몰입

을 높이는 것으로[4] 선행연구를 통해 밝 졌다. 

학군사 후보생들의 교육과 훈육을 담당하고있는 학

군단장은 지휘 리자로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

을 갖추도록지도하기 한교육자로서 후보생들에게

인 향을 미친다[4]. 즉 학군단장의 리더십은 학군

사 후보생들개인 조직의 사기를 함양시키고계량

성과를 달성하며, 후보생들의 리더십형성에 향을 미치

는 지표를 제공하게 된다[6]. 그러므로 학군단장은 장교

양성기 의지휘 으로서 사명감을 갖고내·외 군인기

본자세를 확립해야 하며, 장교 후보생들에게 뚜렷한 목

의식과 자 심과 의욕을 고취시키기 해서는 학군단

장의 리더십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학군단장 리더

십이 학군사 후보생들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요한 요

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역할을 성공 으로 해낼 수 있

다는 믿음이나 확신의 단으로[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도 인목표를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한 실천

의지가 강하여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정 인 심리

, 행동 결과를 보이게 된다[8]. 한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있어 성취도를 증가시키고 조직몰입을 강화

하여 직무성취감 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며, 개

인의 성과를 넘어 조직에 유익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

으로 나타나 결과 으로조직의성과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9]. 이에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군사

후보생은자신의존재가치를 인정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이 맡은 업무에 만족하고 자신이 속한 학군단 조직

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 으로 장교로

서 군 조직 생활에 잘 응할 수 있는 요한 핵심요인

이 될 것이다. 

직무만족은 개인의직무나 직무경험에 한 평가결과

로 래되는 정 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며[10], 조직

구성원이개인의임무와역할을수행하고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자아표 의 기회와 자기의 능력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만족할 때 직무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11].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스스로 직무스트 스를 이고 업무수행에 극 이며

정 인 태도를 보유하는 직무환경의 변화는 결과 으

로 조직에 몰입하도록 만들어 조직의 최 성과를 이루

게 된다[12].

군 조직에서는 군인 자신의 직무와 근무환경에 만족

하여 조직에 애정을 느끼고 열정 으로업무를수행하게

되면 쉽게 조직에 몰입[12]하게 되므로 군 목표를 달성

하기 해서는우선 으로 직무만족을높이는것이 효과

일 것이다. 이에 학군사 후보생에 한 정 인 직

무 만족을 가진 후보생은 학군단 조직의 일원임을 인식

하고 강한 소속감을 가지며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 활기

찬 학군단 생활을 하게 되며 나아가 군 조직 생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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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6]. 따라서 학군사 후보

생의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에는높은 인과 계가성립

되며,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의 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은 조직몰

입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므로, 학군단장 리더

십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이 학군사 후보생들의 조직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연구가필요

하다.

최근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변수로

직무스트 스, 팔로워십, 자아존 감, 직무만족, 리더십,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들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4,6,12-14]. 그러나 학군사 후보생을

상으로 조직몰입의 향요인으로 학군단장 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에 을 두고 조사한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

몰입을 설명하는 학군단장 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만

족 변수들의 직·간 인 계를 규명하여 조직몰입을

향상시킬수있는 략개발에기 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에 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이를 검증하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군단장 리더십을 선행요인으로 두고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통해 조

직몰입을 설명하는 가설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에 한 가설 모

형과 실제 자료간의 합도를 검정한다.

셋째,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직·

간 요인을 검정한다. 

1.3 연 형과 연 가

본 연구는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을 측하기

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3개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들 간의인과 계를 설정하여가설 모형을설정하

다. 리자의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과 직

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며[14-15], 학군단장 리

더십은 학군사 후보생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미친다[6]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군단장

리더십은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

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

며[11,16], 조직몰입에도 유의한 향을 미친다[3,11,13, 

16]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능

감은 직무만족과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미치는경

로로 설정하 다.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게

나타나며[11,16],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

을 미친다[15-16]는 많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군사

후보생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경로를 설정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군사 후보생

의 조직몰입을 측하기 해 학군단장 리더십, 자기효

능감, 직무만족을 직 인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 모

형을 구축하 다[Fig. 1].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가설 1. 학군단장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직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군단장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직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군단장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직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연구로서 학군사 후보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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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학군단장 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합성과모형에서제기된가설

을 검증하기 한 연구이다.

2.2 연  상 및 료수집

본연구의 상자는 D시, P시, G도의학생군사교육단

이 설치되어 있는 8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군사 후

보생 3, 4학년 남학생을 상으로 학년간의 비율이 략

1:1이 될 수 있도록 임의표집 하 다. 자료 수집은 2018

년 4월 13일에서 5월 29일까지이며, 각 학 학군단장의

허락과 동의를 구한 뒤, 연구자가 직 연구의 목 , 연

구 방법, 자료의 비 보장 연구 자료의 리에 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본 연구 참여에 한 서면 동

의한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조사에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분이었으며, 자료수집 후 소정의 선물

을 제공하 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의 표본크기는측정변수의 15배가 최소 권

장수 으로 n=1.5×측정변인의수×(측정변인의 수+1)이

다[17].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측정변수로 135명이상이

요구되며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결측치가 포함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총 209부로 자료 분석하여 권

장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 다. 

2.3 연  도

2.3.1 학 단  리 십

리더십은 집단의 목표 달성을 해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기 를 구조화 는 재구조화하는 교류과정으로

정의하며, 리더십의 구성요인은 부하들의 높은 신념과

가치를 이끌어 내고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변 리더십과부하의이익을충족시킬 수

있는 한보상에기 하여 그들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래 리더십으로 구분 된다[18]. 본 연구의 학군단장

리더십은 학군사 후보생이 인지하는 학군단장 리더십

정도를 의미하며, Bass와 Avolio[18]가 개발한 MLQ 

(multi 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의 측정도구를

Jung[4]이 학군단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거래 리더십 16문항, 변

리더십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아니다’ 1 , ‘아니다’ 2 , ‘보통이다’ 3 , ‘비교 그

다’ 4 ,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학군사 후보생이 인지하는 학군단장의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4]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거래 리더십 .68, 변 리더십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학군단장 리더십의 Chronbach’s 

α는 .80이었다.

2.3.2 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 조직

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주 단이며 신념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는 Sheer와 Adams[19]가 개발

한 도구를 Young과 Yun[20]이 학군사 후보생을 상

으로 일반 자기효능감 7문항을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 아니다’ 1 , ‘별로 아니다’ 2 , 

‘보통이다’ 3 , ‘비교 그 다’ 4 ,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ung과 Yun[20]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85이었다.

2.3.3 직 만족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 는 직무환

경에 한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는 정서 상태로 정의

하며[10], 본 연구에서는 학군사 후보생이 소속되어 있

는 학군단에서의직무, 환경, 성취감, 책임, 성장 등에

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Kim[6]

이 학군사 후보생을 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총 11문항으로 직무자체 6문항, 자신감 3문항, 직

무조건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아니다’ 

1 , ‘그 지 않다’ 2 , ‘그 그 다’ 3 , ‘비교 그

다’ 4 ,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6]

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8이었다.

2.3.4 조직몰

조직몰입은 조직에 한 애정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

와 가치를 동일시하여직무에 극 으로 참여하려는구

성원의 헌신과 충성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몰입의

구성요인은 조직에 한 감정 애착심을 가진 정서

몰입, 구성원이 조직을 떠남에 따른 비용과 결부한 계속

몰입과 조직에 남으려는 의무감의 규범 몰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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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21]. 본 연구에서는Meyer와 Allen[21]이 장병

들을 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Jung[4]이 학군사 후보생

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5문

항으로 정서 몰입 5문항, 계속 몰입 5문항, 도덕

몰입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아니다’ 1

, ‘아니다’ 2 , ‘보통이다’ 3 , ‘비교 그 다’ 4 ,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eyer와 Allen[21]

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Jung[4]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69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3이었다.

2.4 료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과 AMOS 

21.0 로그램을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측정변수들은기술통계분석을 하 고, 각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검정하 으며, 타당

도는 문항 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하 다. 주요변수

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

하 으며, 표본의 정규성은 평균, 편차, 왜도, 첨도로 검

정하 다. 구조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해카이자승

치(χ2), 표 카이자승치(χ2/df), 기 합지수(Goodness 

of Fit Inde, GFI), 수정 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 합도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표 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

표 합지수(Turker-Lewis Index, TLI), 근사원소평균

잔차(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근사원소평

균자승오차(Root Mean Squ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이용하 다. 가설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

성을검토하기 해표 화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표 오차(Standard Error, SE), 고정지수

(Critical Ratio, C.R), p값을 이용하 다. 조직몰입과

련된 변수들 간의 직 효과, 간 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상  반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학년은 3학년 100명(47.8%), 

4학년 109명(52.2%)이었으며, 나이는 23∼24세가 110

명(52.6%)로 가장 많았다. 공분야는 자연·과학 공

학계열이 112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

열이 65명(31.1%)으로 다음 순 로 많았다. 학군단 지원

동기는 본인 성고려가 176명(84.2%)으로 다수를 차

지하 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9)

Variables Categories n(%)

Grade
3rd 100(47.8)

4th 109(52.2)

Age

21∼22 92(44.0)

23∼24 110(52.6)

25≤ 7(3.4)

Majority

fie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65(31.1)

Education and medicine 11(5.3)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112(53.6)

Arts and physical 21(10.0)

Reason for 

applying to 

the ROTC 

Aptitude consideration 176(84.2)

Home economy difficulties 7(3.4)

Parent’s recommendation 12(5.7)

Recommendation of friend or 

senior
14(6.7)

3.2 연 변수  술적 통계  형 적정  

평가

상자가 인지하는 학군단장 리더십 정도는 평균

4.07 (SD=0.30)이었으며 하 역으로 거래 리더십

은 평균 4.15 (SD=0.42), 변 리더십은 평균 4.00

(SD=0.43)이었다.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99

(SD=0.47)이었으며, 직무만족은 평균 4.23 (SD=0.51)

으로 하 역인 직무자체는 평균 4.26 (SD=0.56), 직

무자신감은 4.26 (SD=0.54), 직무조 은 4.17 (SD=0.60)

이었다. 조직몰입은 평균 4.20 (SD=0.39)으로 하

역인 정서 몰입은 평균 4.28 (SD=0.46), 계속 몰입

은 4.16 (SD=0.41), 도덕 몰입은 4.17 (SD=0.47)이

었다. 단일변량 정규성 검정에서는 왜도와 첨도 값이

-.38∼.42와 -1.02∼.47로 값 3∼10을 넘지 않아, 정

규성을 만족하여 구조모형 합도를 검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성요인들의타당도를 평가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합도 지수 결과는 χ2=33.40 (df=22, 

p=.056), χ2/df=1.52, GFI=.97, AGFI=.93, CFI=.98, NFI=.97,

RMR=.08, RMSEA=.05, TLI=.98이었다. 표 χ2은 3이

하, GFI, AGFI, CFI, TLI는 .90이상, RMR은 .50이하, 

RMSEA는 .80이하이면 좋은 합도를 갖는 것으로 평

가 할 수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 측정모형은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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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이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화된

요인 재량의 일반 인 기 은 .50이상이며,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은 측정변수가 1개이므로 요인 재량을 1로

지정하여 검증하 으며 학군단장 리더십, 직무만족, 조

직몰입의 표 화계수는 .73∼.90으로 집 타당성이 유

지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구성개념들의 CR값

은 .70이상이므로 잠재변수에 한 측정변수들의 내

일 성이 있으며, AVE값은 .50이상으로 집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가 적 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 한 합지수를 분석한 결

과는, χ2=33.40 (df=22, p=.056), χ2/df=1.51, GFI=.98, 

AGFI=.90, CFI=.98, NFI=.97, RMR=.02, RMSEA=.05, 

TLI=.98이었으며, 본 연구의가설 모형은 모든 지표들

이 기 을 충족하여 양호한 합도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모형의 분석결과, 6개의

경로 6개 경로계수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에 한 학군단장 리더

십(β=.56, p=.004)은 유의한 직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학군단장 리더십이 높을수록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에 한 경로에서는

학군단장 리더십(β=.38, p=.004)과 자기효능감(β=.39,

p=.003)이 유의한 직 효과를 보 으며, 학군단장 리더

십과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직무만족이높음을의미한다.

조직몰입에 한 경로에서는 학군단장 리더십(β=.28,

p=.019), 자기효능감(β=.26, p=.004), 직무만족(β=.45,

p=.003)이 통계 으로 유의한 직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는 학군단장 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군단장 리더십은 자

기효능감을 31%, 학군단장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은 직무

만족을 45% 설명하 으며, 학군단장 리더십, 자기효능

Table 2. Convergent validity of latent variables       

                                                                                                  (N=209)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C.R.(p) AVE CR

ROTC instructor’s 
leadership

1-5

4.07±0.30 0.42 0.25 0.918 0.957

Transactional leadership 4.15±0.42 0.29 0.47 .76 -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4.00±0.43 0.40 -0.12 .88 .12 9.73(.006)

Self-efficacy 1-5 3.99±0.47 -0.12 -0.28 1.00

Job satisfaction

1-5

4.23±0.51 -0.11 -0.59 0.894 0.962

Nature of job itself 4.26±0.56 -0.38 -0.53 .90 - -

Job confidence 4.26±0.54 -0.14 -0.83 .87 .05 17.14(.003)

Job condition 4.17±0.60 -0.10 -0.76 .79 .06 14.55(.005)

Organizational commitment

1-5

4.20±0.39 0.10 -0.90 0.889 0.960

Affective commitment 4.28±0.46 0.01 -1.02 .84 - -

Continuance commitment 4.16±0.41 0.16 -0.72 .73 .06 11.41(.007)

Normative commitment 4.17±0.47 0.15 -0.85 .78 .07 12.51(.004)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Table 3. Standardized estimates, C.R., SMC,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209)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β) S.E. C.R(p)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β(p) β(p) β(p)

Self-efficacy ROTC instructor’s 
leadership

.56 .11 7.54(.004) .56(.004) .56(.004) .56(.004) .31

Job satisfaction
ROTC instructor’s 
leadership

.38 .13 4.56(.004) .38(.004) .21(.002) .59(.005) .45

Self-efficacy .39 .07 5.20(.003) .39(.003) .39(.003)

Organizational 
commitment

ROTC instructor’s 
leadership

.28 .09 3.57(.019) .28(.019) .41(.001) .70(.009) .73

Self-efficacy .26 .05 3.87(.004) .26(.004) .17(.001) .43(.003)

Job satisfaction .45 .06 5.73(.003) .45(.003) .45(.003)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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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을 73% 설명하 다(Table 3) 

(Fig. 2).

4. 논 

본 연구는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에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하고자가설 모형을구축하고모형의 합

도 유의성을 검증하 다.

학군사 후보생들이 인지하는 학군단장 리더십은 자

기효능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직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군단장 리더십이

높을수록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직

무만족이 향상되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근로자를 상으로 리

자의 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며[6,14-15], Kim[6]의

연구에서 학군단장의 리더십이 학군사 후보생들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유의한 향을미친다는 결과와 일

된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한 주요 요소는 리더십과 업무

환경, 구성원의 목표달성 의지를 들 수 있다. 리자의

훌륭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도록유도

하는에 지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단하는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직무만족과 조직에

한 동 인 노력과 충성이 높아지게 된다[13]. 특히 군

조직에서 지휘 의 리더십은 투력을 구성하는 핵심요

소 하나이다. 학군사 후보생이 졸업 후 장교로

서 리더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해서는 훈육과 교육

을 담당하고 있는 학군단장의 리더십은 학군사 후보생

에게 매우 요하게 비춰지는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군단장의 훌륭한 리더십이 후보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군단 조직에 한 조직

몰입을 강화시켜 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학군단

장의 리더십이 학군사 후보생들에게 지배 인 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군단장의 올바른 교육방법과

리더십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직 효과가 있으며, 조직몰

입에는 직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군단의 직

무만족이 높아지고 조직몰입도향상됨을 의미한다. 직업

군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언 하 으며[11], 일반기업의

구성원을 상으로 한 연구[22]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23], 병원 간호사[24], 호텔종사원[16]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 이 있음이 밝 졌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 으로 업무를 인식하고 스트 스를 덜 받아 직무만

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25]. 반면, 자기효능

감이 낮은 사람은 업무에 한 실패와 두려움으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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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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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낮아지며 직무만족에 부정 이다[16]. 이러한 선

행연구를 통해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이 직

무만족을높일수있는구체 인방안임을 측할수있다.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과의 계를 규명한 선행연구

에서 조 효과인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3],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

에 상 으로 큰 향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으

로 확인되었다[3,16].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

에 직 인 효과검증 뿐 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직무

만족을 경유하여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결과를 뒤 바침 하 다. 높은 수 의 자기효능

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어진 임무를 성공 으로 완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조

직에 한애착심이유발될수 있으며, 그강도가 높아짐

에 따라 조직몰입에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학군사 후보생이 졸업 후 장교로서의 창의 인 임무

수행 능력 배양과 스스로 끊임없는 발 을 목표로 새로

운 역할에 한 성취경험을높이기 해서는 자기효능감

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된다[20]. 그러므

로 학군사 후보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효과 으로 조직몰입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직무만족은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군사 후보생들이 직

무에 한 만족도가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높게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학군사 후보생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는 양의 상 계가 있으며[6], 

직업군인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이르는 효과는 크고

유의미하게 존재하며[11-12], 조직구성원의 높은 직무만

족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주어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하고자하는 의지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15-16].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고 만족할

경우 조직에 애정을 느끼고 열정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는것이다. 특히 군조직은 엄정한규정과 방침을

제시하고 지휘 통솔 하에 군 조직의 목 달성을

해서는 우선 으로 직무만족을 효과 으로 높이는 것이

다[12].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군사 후부생의

조직몰입을 해서는반드시선행되어야 할것은자신의

직무에 한 직무만족일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생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개개인의세심한지도와 심으

로 그들의 심리 안녕감과 잠재력을 높여 학군단 조직

내에서 자아실 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징벌 훈

육보다는칭찬과격려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조장할수

있다면 후보생 자신이 맡은직무에 만족을 기 할 수 있

을 것이며 조직몰입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학군단장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

만족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은 직무만족을매개로조직몰입에 간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군단장 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

므로[4,6,20]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군단장 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향상

에 을 두고 재할 필요가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리 측면에서 매우 요한 요

소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애착이 강할수록 만족

감 자부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며 헌신 으로 사하고싶은충성심으로 표출되

게 된다[21]. 

학군사 후보생은 학생신분으로 졸업 후 장교로서

의 기본자질과소양을갖추기 해 후보생으로서 품 와

인격을 갖추며 생활하게 된다. 후보생들이 학군단 생활

에 응집력과 단체생활에 응하기 해서는 학군단장의

리더 역할이매우 요할 것이다. 국내·외사례에서 군인

들이 구체 인목 의식을 지니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

거나[6], 감성지능 향상을 한 노래 심 활동이 자기효

능감을 높이고 그로인해 직무만족도가 향상됨이 검증되

었다[26]. 한 멘토링 기능이 군 조직구성원의 조직몰

입을 가져오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 고[27], 특히 미

국 육·해군에서는 멘토링 로그램과 온라인 멘토링 서

비스가 군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28].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군 조직에서는 리더 역할의 핵심이 지휘 이므로

학군단장은 학군사 후보생들의 롤모델 역할, 스트 스

리, 멘토를 한지원, 성공 인경험 등을증 시키기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군사 후보

생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한 신뢰를 확고히 다지

기 해서는 자신의 역할기 와 역할에 한 책임감과

목 의식을 갖고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 학군사 후보생들의 교육만족을 해서는

변하는사회변화에 응하는교육과훈련에 한 기획

과 운 이 필요하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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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직의 직무환경의 변화는 학군사 후보생들의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어직무에 한 만족도가높아지고그로

인해 조직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학군단에서의올바른장교의양성은향후군 의 장

교들의 수 향상과 더불어 군 의 반 인 조직 리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군사 후보생을 상으로 학군단장 리더

십,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한 유일한 연구이다. 한 본 연구결과

는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을 측하는 요인에 한

설명력이 높으며, 특히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가장 강

력한 향요인으로검증됨에따라조직몰입을 높이기

한 재 로그램 개발에 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에 을 두고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 학군사 후보생의 조직몰입에 해 73%의 설

명력을 가지며, 학군단장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은조직몰

입에 직 간 효과를 보 으며, 직무만족은 조직몰

입에 가장 강한 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이상의결과를 토 로 학군사 후보생의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군단장의 리더십을 효율 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학군사 후보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재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조직몰입 향상에 직무만족이

가장 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직무만족을 향

상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

구는일 지역의 학군사 후보생을편의 표집하여결과를

해석 일반화하는데 한계 이 있어 국학군사 후보

생을 상으로 무작 로 표집하여결과의 표성을확보

할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학군사 후보생의 학군단장

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로그램을

개발하여그효과를실증 으로검증하는연구를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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