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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종사자의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소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조직성과와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주요한 특
성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떠한 개인적 특성과 조직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지지해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총
53개 사회복지서비스조직 352명의 일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2수준 위
계선형모형(HLM)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90%가 개인
특성 차이로 설명되고 10%가 조직간 특성 차이로 설명되었다. 둘째, 개인특성요인으로 설정한
성, 연령, 교육수준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특성 요
인으로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
지서비스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퍼비전이나
교육과 같은 요소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며, 관리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
다.
* 핵심 용어 : 자기효능감, 개인요인, 조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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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사회복지서비스조직에서 휴먼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조직의
성과와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Earley, 1986; Look & Latham,
1990).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인적관리 차원에서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지원하
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특
정한 인지적, 심리사회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조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Bandura, 1997: 82; 김우택, 1997 :75). 따라서 이러한 개인특성과 조직특
성을 밝히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조직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대학교육과정, 수퍼비
전 과 같이 주로 교육요인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다(주은수, 2002; 성희자, 2002; 김혜진,
2005). 본 연구는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의 성과에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
고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라는 차원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개인특성과 조
직특성 맥락에서 지지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방
법으로 2수준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개인수준 변수
들과 조직수준 변수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차원으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근래에 조직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성기선, 1997: 17).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조직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조직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 변수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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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수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120). 즉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나 인지적 자원,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포괄적
인 판단이며,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
념과 관계가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무 의무나 책임을 수행하는데서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해 Gist(1987)는 조직 내 종사자들의 행
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서비스 질과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자기
효능감과 그 결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최창무․김정연, 2003:
6). Look & Latham(1990)은 자기효능감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정하는 목표의 난이도 수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지
닌 자기효능감과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에 대한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Earley, 1986; Lock et
al., 1984). 특히 국내에서는 교사효능감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습몰두, 학습참여,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고 있다(황선이, 1995: 87; 조은정, 1997: 8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조직의
긍정적인 성과를 예측해주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들을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조직에서도 일선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서비스 실
천을 예측해 주는 주요한 변수로 예상할 수 있다(주은수, 2002: 34; 김혜진, 2005: 23). 이처
럼 자기효능감은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써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의 결
과 혹은 효과와 관련된 경험적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엇이 자기
효능감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탐색은 부재한 편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수
퍼비전이나 대학 교육과정 등 주로 교육요인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다(주은수, 2002: 5;
김혜진, 2005: 8).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성과나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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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개인적, 조직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경험
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조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Bandura(1997: 120)는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성공경험은 효능감을 형성하고 실패경험은
효능감을 훼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기와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을 관찰하는 것을 통한 대리경험 역시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과제나 역
경을 극복해야 할 때, 주위 사람들의 격려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언어적 설득 역시 효능
감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통해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적 각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자기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자극제가 된다고 설명한다.
Kavanagh & Bower(1985)는 조직의 밝은 분위기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는
데 이에 대해서는 Bandura(1997: 82) 역시 조직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기효능감을 발생시
킨다고 설명하여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을
위협하는 상황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의 도움 없이 각 개인의 노력만으로 자기효능감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조직의 풍토 즉 조직의 역사,
물리적 환경,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된 분위기가 개인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기
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주은수, 2002: 40).
김우택(1997 :75)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변수, 직무특성변수,
리더십변수, 조직특성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개인특성변수로는 구성원의 능
력, 구성원의 통제위, 구성원의 노력 및 과업 경험 정도를 들고 있다. 직무특성변수에 있어
서는 과업처리의 자율성, 직무충실화, 과업의 복잡성, 과업의 피드백 등을 포함한다. 또한
리더십을 자기효능감을 고양시켜 주는 주요한 변수로 보았으며 조직특성변수로는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강조하는 보상제도와 능력에 따른 보상의 제공, 자원의 공유가 자기효능감
을 배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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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으로 조직 환경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주은수, 2002: 3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수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조직 종사자들 성 변수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
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일에 대한 성취나 수행에 있어 긍정적인 기
대를 많이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조직에서도 이러한 지각과 인식은 실제로 남성과 여
성의 자기효능감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교육수준은 일선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증진시켜
능력감과 전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
다. 교사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교육과정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주은수(2002: 41)는 사회복지사의 이론적 교육과 실습경험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셋째, 경력은 일에 대한 숙련도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고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올 것
으로 예상된다. 반복된 시도를 통해 형성된 성패의 경험은 자신의 능력수행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과업경험이 적을수록 성과에 대한 예측성은 낮아지며 낮은 예측성
은 그만큼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김우택, 1997: 70).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경험이 부족할 때,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주은수, 2002:
35).
2) 조직수준

첫째, 공식화는 업무가 반복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이 규
정과 절차에 집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공행정서비스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의 높은
수준의 공식화는 일선종사자로 하여금 규칙이나 절차에 얽매이게 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
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박천오, 1996: 440).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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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도 공식화는 일선종사자의 자율성을 위축시켜(Engel, 1969: 34) 자기효능감에 부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집권화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의 의사결정 방식이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권화 역시 여러 행정
조직 연구에서 일선종사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박
천오, 1996: 440; 정승건, 2004: 277). 특히 권위주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한국 일선행정
조직의 높은 수준의 집권화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에 근거한 관료의 업무태도를 훼손시
키고 관료의 부패와 형식적인 일처리를 조장하는 주요한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조직에서도 집권화 정도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훼손함으로써 일선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축시켜(Engel, 1970: 15)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업무량은 조직 내 업무가 많은 정도, 과업의 복잡성 정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은 업무량이 과다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업무량은
일선종사자로 하여금 규정과 절차에 의지하여 업무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으
며 이로써 관료적 행태가 촉진되고(Lipsky, 1980: 87) 자기효능감에는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리더십은 일선종사자의 조직행동을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리더는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코치, 멘토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게 된다(김우택, 1997: 72). 즉 리더는 일선종사자들에 대해 성공적
인 모델링 대상으로, 또한 동기부여나 지지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혜진, 2005: 3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6년 1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총 665개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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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기관에서 종사하는 일선종사자를 모집단으로 한다. 여기에서 일선종사자란 사회복지서
비스조직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서비스(direct service)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직업재활사 등을 포함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서 직접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종사자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사 뿐만 아
니라 간호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지도사 등 다양한 휴먼서비스 관련 지식과 훈련을 받은 전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선종사자들의 지각을 통해 조직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종사자들 모두가 응답하는 것이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보다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양한 전공의 직접서
비스 종사자들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은 김혜진(2005: 89)이 Jeffreys(2001)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한국 실
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측정하며 전문지식, 치료기술, 사례관리, 지지, 개입 및 평가
다섯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18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개인요인
첫째, 성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수준은 단위를 교육받는 년수로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고졸 12년, 전문대
졸 14년, 대졸 16년, 대학원 졸 18년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경력은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과 현재 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 일한 개월수를 합쳐
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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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요인
첫째, 공식화는 Aiken & Hage(Dewar et al. 1980: 122)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본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였으며 업무가 반복적이고 의사결정이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측
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업무규정, 규칙준수, 업무절차 세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12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집권화는 Aiken & Hage(Dewar et al. 1980: 122)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본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였으며 공식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계층제의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의사결정의 참여정도, 권위의 위계정도 두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8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권화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업무량은 박천오 외(2002: 32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직 내 업무가 과
다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3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량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리더십은 손선옥(2006: 29)이 Quinn(1998)과 Hart&Quinn(1993)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고경영자의 비전제시가, 목표달성가,
분석가, 동기부여가 네 가지 역할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의 두 가지 역할은 외부지
향적 리더십을 뒤의 두 가지 역할은 내부지향적 리더십을 측정하며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40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변수의 영향을 좀 더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나이는 조사 당시 연령, 분석단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둘째, 전공은 사회복지 전공을 1, 기타 전공을 0으로 더미 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로 사회복지 전공자외 기타 휴먼서비스 전공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
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의 차이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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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측정도구의 크론바하 알파계수(α)
가 .70이상으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는 외국척도를 번안한
경우 국내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3인과 교수 1인에게 자문을 통해 문화적인 차이와 표현
상의 오류를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평가받았다.
<표 1> 척도의 신뢰도
측정도구

크론바하 알파(α)

자기효능감

.74

공식화

.71

집권화

.77

업무량

.81

리더십

.75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6년 1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지역 총 665개의
사회복지서비스비스기관의 일선종사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자활, 노숙인, 노인, 아동․청소
년, 모․부자, 장애인, 지역복지 등 7개영역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표집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할당표집하여 기관에서 직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
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총 61개 조직에 500부를 배포하였는데 53
개 조직에서 37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4.4%였다. 수집된 자료 현황은 <표 2>와 같다. 총
53개의 회수된 설문지의 기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자활 3.8%, 노숙인 7.5%, 노인 23.4%, 아
동․청소년 18.9%, 모․부자 5.7%, 장애인 17.0%, 지역복지 26.4%로 나타나 모집단인 서울
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관별 분포1)와 유사하게 집계되었다.

1) 2006년 1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 총 665개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중 자활 29
개소(4.3%), 노숙인 53개소(7.9%), 노인 154개소(23.2%), 아동․청소년 98개소(14.7%), 모․부자 44개소
(6.6%), 장애인 167개소(25.1%), 지역복지 120개소(1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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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료수집 현황
조사대상 조직

조직 수(%)

일선종사자 수(%)

2(3.8)

11(3.0)

노숙인
노인
아동․청소년
모․부자
장애인
지역복지

4(7.5)
11(20.8)
10(18.9)
3(5.7)
9(17.0)
14(26.4)

22(5.9)
80(21.5)
46(12.4)
16(4.3)
83(22.3)
114(30.6)

총계

53(100.0)

372(100.0)

자활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HL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채
택한 이유는 수집된 자료가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회귀분
석에서 측정수준이 다른 자료를 단일 차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유발되는 통계적 오류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기선, 1997: 19). 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기초모형, 중간모형, 통합모형 세 가지이다.
1) 기초모형(Null Model)


1수준 방정식 : =+ 

( ~ (o,  ))

2수준 방정식 : = +

(~ (o,  )) ⇒ = ++ 

기초모형분석을 통해 일선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갖고 있는 총 변량을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변량 즉 조직간 변량(between-organization variance)과 동일 조직에 속한 일선종사자
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량인 개인주순의 변량 즉 조직내 변량(within-organization variance)
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변량의 결과들은 일선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개인 특성 변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직 특성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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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모형(Mean Model)
1수준 방정식 : =(절편)+(성)+(교육수준)+(경력)+ (나이)+ (전공)+ (고유
잔차)
2수준 방정식 : = +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인수준 변수들의 설명력을 파
악한다. 위의 기초모형에서 개인특성 변수와 조직특성 변수의 적절성이 확인이 되면 개인
변수와 조직변수들이 각각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중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만을 투입하여 위 기초모형의 조직내 변량과 중간모형의 조직내 변
량의 차이를 구하면 개인수준 3가지 독립변수와 2가지 통제변수들이 총 조직내 변량을 설
명하는 정도가 된다.
3) 통합모형(Full Model)
1수준 방정식 : =(절편)+(성)+(교육수준)+(경력)+ (나이)+ (전공)+ (고유
잔차)
2수준 방정식 : = + (공식화)+ (집권화)+ (업무량)+  (리더십)+(기관 고유잔차)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직수준 변수들의 설명력을 파
악한다. 통합모형은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의 독립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집단수준의 예측 변수들이 조직간 변량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통합모형을 통해 각 수준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총 372명 중 남성이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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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여성이 287명(77.2%)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132명(35.5%), 30대가 162명
(43.5%), 40대 54명(14.5%), 50대 20명(5.4%)으로 나타나 주로 20~30대에 이르는 젊은 연령
층의 응답자들이 많았다. 학력은 고졸 30명(8.1%), 전문대 졸 60명(16.1%), 대졸 198명
(53.2%), 석사졸 80명(21.5%)로 나타나 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공
은 사회복지가 256명(68.8%), 기타 교육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학, 직업재활학 등으로 나타
났다. 조직의 서비스 유형은 이용시설 종사자가 268명(72.0%), 생활시설 종사자 104명
(28.0%)로 나타났다.
<표 3> 일선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성

구분

빈도(명)

비율(%)

남

82

22.0

여

287

77.2

3

0.8

20대

132

35.5

무응답

연령

학력

전공

서비스 유형

30대

162

43.5

40대

54

14.5

50대

20

5.4

60대

1

0.3

무응답

3

0.8

고졸

30

8.1

전문대졸

60

16.1

대졸

198

53.2

석사졸

80

21.5

박사졸

1

0.3

무응답

3

0.8

사회복지학

256

68.8

사회복지학 외

98

26.4

무응답

18

4.8

이용시설

268

72.0

생활시설

104

28.0

총계

3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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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결측치는 모든
변수에서 총 사례 수의 5% 내외로 나타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치는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측치 처리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례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평균교체2) 하였다.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전체 평균이 3.68로 나타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혜진(2005:60)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결
과 평균 3.66으로 제시되었는데 비슷한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독립변수로 성은 더미변수(남성=1) 처
리하였으며 평균이 0.22로 0값에 가깝게 나타나 여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
준은 최소값이 12년(고졸)에서 최대값 22년(박사 졸)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15.79년으로 나타
났다. 경력은 최소값이 2개월에서 최대값 258개월로 나타났으며 평균이 61.83개월로 약 5년
정도의 실무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개인특성 변수인 나이는 평균이 29세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
까지 여러 연령대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더미변수(사회복지=1) 처리 하
였으며 평균이 0.72로 나타나 사회복지전공자가 사회복지 전공이 아닌 자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특성 독립변수인 공식화, 집권화, 업무량, 외부지향리더십, 내부지향리더십은 조
직에서 일선종사자들이 응답한 점수를 평균 처리하여 그 평균치를 조직 특성 값으로 처리
하였다. 공식화는 평균 3.19, 집권화는 3.12로 나타났으며 업무량은 3.45로 나타났다. 리더십
은 평균이 2.63으로 나타나 다른 조직특성 변수들보다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2) 평균교체는 유효 응답자의 평균을 산출한 뒤 이 평균값으로 무응답치에 입력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0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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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구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3.68

0.41

2.06

5.00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372

개인특성
독립변수

성(남=1)

372

0.22

0.41

0.00

1.00

교육수준

372

15.79

1.69

12.00

22.00

경력

372

61.83

48.97

2.00

258.00

나이

372

29.05

8.56

20.00

60.00

전공(사회복지=1)

372

0.72

0.44

0.00

1.00

공식화

53

3.19

0.30

2.58

4.17

집권화

53

3.12

0.62

1.00

4.43

업무량

53

3.45

0.48

2.33

4.50

리더십

53

2.63

0.29

2.09

3.47

통제변수

조직특성
독립변수

3.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일선종자자의 자기효능감 변량비율
본 연구는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어떠한 변수들로 설
명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의 총 변량 중
에서 조직간 변량과 조직내 변량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조직간
변량은 전체 표집조직의 평균 자기효능감 점수로부터 개별 조직들의 평균 자기효능감 점수
들이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조직내 변량은 개별 조직의 평균 자기효능감 점수에서
그 조직에 소속된 일선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주
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 점수의 조직간 변량과 조직내 변량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변량 차이가 조직 수준 변수들과 개인수준 변수들을 통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이다.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의 변량 분할은 일원변량분석 모형(one-way ANOVA)을 통해서 산
출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계선형모형의 기초모형으로 개인수준과 조직
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표 5>는 일선종사자 자기효
능감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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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무선효과



변량

자유도



52

90.49250

조직간 변량

  

0.09590

조직내 변량

  

0.89654

p
0.001

<표 5>에서 무선효과로 조직간 변량과 조직내 변량이 제시되었는데 이 결과에 기초하여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이 차지하는 변량은 다음과 같다.

조직간 변량 =

조직내 변량 =

  

×100 =
×100 = 9.66
      
  

   

×100 =
×100 = 90.33



 
       

종속변수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은 조직간 변량이 9.66%, 조직내 변량이 90.33%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조직수준에서보다 동일한 조직에 근
무하는 일선종사자들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90.49250)가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분석결과는 일선종사자 자기효능
감 수준이 조직에 따라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차이는 조직수
준 변수들을 통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일선종사자 개인수준 변수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절편-결과 회귀모형은 조직수준 변수들의 효과와 일선종사자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제시
해 준다. <표 6>은 제 1수준 방정식에 일선종사자의 3개 개인특성 독립변수들과 2개의 통
제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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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인수준 변수의 효과


무선효과

자기효능감

자유도



조직간 변량

0.08089

52

84.07007

조직내 변량

0.83602

p
0.003

5개 개인수준 변수들이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그것을 투입하기
이전의 조직내 변량과 투입한 이후의 조직내 변량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개인수
준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기 이전의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의 조직내 변량은 0.89654(<표 5>
참조)이었으며, 변수를 투입한 이후 조직내 변량은 0.83602로 줄어들었다. 이 두 통계치를


기초로 개인수준 변수들의 설명량(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100=6.75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선종사자 개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변수들의 추가적인 탐


색의 필요성을 말해주며, 개인수준 변수들의 투입 이후에도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직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떠한 조직특성 변수들이 이 조직차이를 설명해주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5. 일선종사자 조직수준 변수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선종사자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후에도 자기효능감의 조직간 차
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직간 차이는 조직수준 변수들로 설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수준 변수들은 공식화, 집권화, 업무량, 리더십 4개로 구성되어 있
다.
<표 7>은 일선종사자 개인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후 조직수준 변수들이 일선종사자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변수각각의 효과에 대해서는 후술하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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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개의 조직수준 변수들이 자기효능감의 조직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한다.
<표 7>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직수준 변수의 효과


무선효과

자기효능감

자유도



조직간 변량
조직내 변량

0.04971
0.83797

48

64.85879

p
0.053

조직수준 변수들의 설명량은 그것을 투입하기 이전의 조직간 변량과 투입한 이후의 조직
간 변량을 비교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조직수준 변수들을 투입하지 이전의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의 조직간 변량은 0.08089(<표 6> 참조)이었으며 투입한 후 조직간 변량은


0.04971로 줄어들었다. 이 두 통계치를 기초로 조직수준 변수들의 설명량( )을 구하면 다
음과 같다.

 =    ×100=38.5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다섯 개의 조직수준 변수들이 자기효능감의 조직
간 차이를 38.55%만큼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
각 변수들이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표 8>의 고정효과 계수들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계수의 해석은 변수가 1표준편차만큼 변화할 때,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의 표준편차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만 개인수준 변수들은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
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높아질 때, 변화되는 종속변수의 표준편
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여성보다 남성일 때, 자기효능감의 표준편차는
0.31186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계수에 대한 엄밀한 해석보다 어떠한
변수가 자기효능감을 결정짓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조직수준 변수들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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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아 공식화, 집권화, 업무량, 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개인수준 변수들 성, 교육수준, 경력 세 변수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인 연령과 사회복
지전공여부는 자기효능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정효과

계수

t-비율

df

p

절편
조직수준변수
공식화
집권화
업무량
리더십

0.028426

0.520

48

0.605

0.097668
-0.166646
0.042318
0.135138

1.164
-1.585
0.639
1.545

48
48
48
48

0.251
0.119
0.525
0.129

성(남성=1)
교육수준
경력
나이
전공(사회복지=1)

0.306808
0.111920
0.003071
-0.002471
0.140027

개인수준변수
*
2.538 ˙
**
3.766
**
3.119
-0.320
1.059

362
362
362
362
362

0.012
0.000
0.002
0.749
0.291

*p>0.5, **p>.01

7. 모형의 수정
위계모형에서 다수의 예측변수를 투입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투입할 수 있는 변수의 10배에서 20배에 해당하는 표본을 요구한다(강상진, 1995). 본 연
구에서 일선종사자수준 변수들의 경우 사례수가 372개로 충분히 큰 표본을 확보하고 있으
나 조직수준의 표본수는 53개로 조직수준 변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구모
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앞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은 제거하
고 다시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고 간명한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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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모형은 일선종사자 수준의 경우 전문직자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확인된 성, 교육수준, 경력 세 가지 변수를 투입하고, 조직수준 변수로는 t-비율
의 값이 1.5이상으로 나타난 집권화, 리더십 두가지 변수를 투입하고 결과를 산출하였다.
성, 교육수준, 경력 세 가지 변수를 투입한 수정된 모형의 개인수준 변수의 설명량은 <표
9>와 같다. 수정된 모형의 개인수준 변수의 설명량은 6.38%로 나타나 원 연구모형의 6.75%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간명성과 신뢰도를 고려해 보면 수정된 모형의 채택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인수준 변수의 효과


조직내 변량

설명량( )

투입전

0.89654

6.75%

개인수준변수 투입후

0.83602

투입전

0.89654

개인수준변수 투입후

0.83938

모형
연구모형
수정된 모형

6.38%

집권화와 리더십 두 변수를 투입한 수정된 모형의 조직수준 변수들의 설명량은 <표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57%로 나타나 원 연구모형의 설명량 38.55%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어 수정된 모형의 채택을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수정된 모형을 최
종모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10>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직수준 변수의 효과
모형
연구모형
수정된 모형

투입전



조직간 변량

설명량( )

0.08089

38.55%

조직수준변수 투입후

0.04971

투입전

0.07424

조직수준변수 투입후

0.04041

45.57%

최종모형의 각 변수들이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표 11>의 고정효과
계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직수준 변수들의 경우 집권화는 자기효능감과 무관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리더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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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수준 변수들 성, 교육수준, 경력 세 변수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일선종사자 자기효능감에 대한 최종모형 변수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t-비율

df

p

절편
조직수준변수
집권화
리더십

0.029034

0.528

50

0.600

-0.041727
0.202677

-0.600
2.836˙˙

50
50

0.551
0.007

성(남성=1)
교육수준
경력

0.304114
0.126361
0.002740

개인수준변수
*
2.494
**
4.590
2.789**

366
366
366

0.013
0.000
0.006

*p>0.5, **p>.01

Ⅴ. 논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개인특성에 의해 약 90%가 설명이 되고 조직특성에 의해 약
10%가 설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조직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
다 개인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대부분 개인특성에 의해 설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효능감 전체 변량의 약 10%는 조직특성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어떠한 조직특성이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집권화, 리더십 두 조직수준 변수들
이 조직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약 46%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조직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 교육수
준, 경력 세가지 개인특성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효능감이 높
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과 기대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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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에 대한 업무성과와 능력에
대한 우호적인 기대는 실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교육수준이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성희자, 2002; 주은수, 2002; 김혜진, 2005)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과정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증진이 이루어지고
이는 능력감과 전문성의 향상을 가져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
명될 수 있다. 또한 경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업무
에 대한 성패 경험의 축적 혹은 숙련도의 증진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개발되고 발전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조직수준 변수들 중 리더십이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z와 Sims(1981: 109)는 조직의 관리자의 태도가 일선종사자들에게 모
델링 되는 과정을 통해 대리학습이 일어나고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
과적인 관리자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보
이는 조직일수록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이의 주장
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공식화, 집권화, 업무량은 자기효능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영역 내 일반 행정서비스조직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즉 정부 행정서비스조직에서 높은 수준의 공식화와 집권화는 일선종사자의
심리적 탈진감을 유도하여 형식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되고(박천오,
1996: 434; 정승건, 2004: 42) 이는 정부 관료조직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경우 정부 행정서비스조직과는 다른 업무적 특성과 함
께 일반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로 운영되어(이혜경, 1998: 17) 관료조직 특성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는 특정한 성격을 갖춘 조직 환경이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지지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특정한 개인의 특성이 자기효능
감을 보다 크게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리더십 특성이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자의 태도와 행동이
자기효능감의 발전을 좌우하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선종사자 개인의 교육수준
과 경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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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시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는 자기효능감
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다
는 것은 사회복지조직 내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업무성과에 대한 기대가 우호적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이 보다 큰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고 어떤
특성이 자기효능감을 지지해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을 구분하여 2수준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통해 그 설명력
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조직특성보다 개인특성에 의해 보다 크게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 경력, 교육수준은 자기효능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조직특성에 따른 자기효
능감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나 특정한 성격을 갖춘 조직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식화, 집권화, 업무량, 리더십 등의 조직 환경 변수
들 중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조직 환경 차이보다 개인특성 차이에 의해 크
게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일선종사자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효
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으로 교육수준과 경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 내에 교육제도의 도입과 멘토링, 수퍼비전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조직 환경으로
써 효과적인 리더십이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키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 조직 내
권위자의 태도와 능력이 일선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결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
사된 기관의 리더십의 점수(2.63)가 평균(3.00)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서비
스조직 기관장의 리더십이 일정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자기효능감 변량의 90%가 일선종사자 개인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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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 교육수준, 경력 세가지 개인특성 변수가 약 6%만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개인특성 변수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만 자기효능감을 설명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 인지적
특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환경 변수들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영역의 공공서비스조직에서 주요하게 일선종사자의 행태를 결정하는
변수를 설정하였으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맥락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특
수한 성격을 반영하는 변수를 탐색하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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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Line-Worker's Self-Efficacy
in Social Service Organization
Kim, Soj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octoral Program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ine-worker's self-efficacy, to find ou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that have posi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with designed questionnaire. The sample of 352
line-workers was selected from 53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Seoul.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used for analysis.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ithin-organization variance of self-efficacy was 90%, and between-organization variance of
self-efficacy was 10%. Second, individual factors including sex, education level and practice year
significantly affected on self-efficacy. Third, organizational factor, leadership significantly affected
on self-effic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ategy for developing individual competence is
more effective to enhance line-worker's self-efficacy. But organizational factor, leadership affected
on self-efficacy, so education to enhance effective leadership is necessary.
* Key Words : line-worker's self-efficacy, individual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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