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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with envi-

ronmental factors,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Methods: Study subjects consisted of 141 first-year medical students at Korea University 

Medical School during one academic year (2003～2004). All participants completed a 24-item 

questionnaire on self-efficacy beliefs, a 16-item questionnaire asking demographic and socioeco-

nomic data, and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Spearman'sorrelation of self- 

efficacy with other variables was generated. The differences of self-efficacy scor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otal family income per month and the reasons for 

entering medical college were analyzed by ANOVA.

  Results: Age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school correlated with self-confidence and total 

family income per month was related to self-regulation. Students who entered medical college 

due to the socioeconomic stability of medicine showed significantly lower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than those who had other reasons for entering medical college. The GPAs of premedical 

studies correlated with self-regulation and the GPAs of Med 1 and the cumulative GPAs of 

premedical and Med I were related to the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Conclusion: This result supports that self-efficacy beliefs were related with some environ-

mental factors,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s in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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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

정과제 는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에 한 개인의 기 , 혹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한 개인  단으로 정의된다 (Bandura,1977; 1986; 

1997). 즉,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활동

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행 를 단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도  학습을 수행하기 한 

근본이 된다. 

  자기효능감과 학업 동기  학업 성취도 간의 

련성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 진 바 있다. 자기

효능감은 활동선택, 노력수 , 지속성과 같은 학업

동기 련 요인들과 상 성을 보 고 학업동기와 

학업성취도를 측하는데 있어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다고 한다 (Bandura, 1997; Bandura & 

Schunk, 1981; Zimmerman & Kitsantas, 1999; Pajares 

& Kranzler, 1995; Siegel et al, 1985; Zimmerman, 

2000).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이나 수업 략과 

같은 학습환경의 변화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향을 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

다 (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5). 

  자기효능감과 자기조 학습능력은 서로 하게 

연 되며 자기조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자

신에게 유리한 학습 환경을 선택하고 구성할 뿐 아

니라 수업의 양과 형태를 선택하는 데도 주도  역

할을 한다 (Zimmerman, 2000). 따라서 와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  자기효능감은 효율

이고 효과 인 학습을 해서 요하다. 특히 지

식과 기술의 반감기가 날로 짧아지고 있는 의학을 

공부하는 의과 학생들에게 있어 자기조 학습능력

은 자기 주도  평생 학습에 기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질로서 행

동을 결정하는 기본 인 조건이 된다. 성격 특성의 

개인차는 정신 병리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학업, 직업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응 측면에서

도 강력한 측인자이다. 의학교육의 경우 장기간의 

교육기간과 수련과정이 요구되는 특수 문직으로서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나 문인으로서 성공

에 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어 의과 학생의 성격

과 학업성취에 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 (Parlow 

& Rothman, 1974; Hobfoll et al. 1982; Lievens et 

al., 2002). 그러나 자기효능감과 성격특성사이 연

성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 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자

기효능감은 학업동기 는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등과 하게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기존의 부분의 연구들은 , , 고등학교 학

생들을 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학생이나 성인을 

상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동기와 학업성취도 간의 

련성은 보고된 가 드물다. 특히 의과 학생을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환경요인, 성격, 학업성취도 

사이의 상 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자들은 의 생을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련성이 있는 환경요인을 탐색하고 자기효능감과 

성격사이의 련성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가. 상  방법 

  일개 의과 학 의학과 1학년 141명이 상이었으

며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실질  

의학교육에 입문한 첫해의 학생들로서 첫째, 의과

학의 학습 환경과 자기효능감의 계를 악하는데 

하다고 단하 고 둘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

의 상 성 연구 시 의 과와 의학과 사이 차이

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셋째, 향후 진  혹은 진로 

결정과 등과 자기효능감의 계에 한 향후 종단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

다.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

들만이 연구에 포함되어 총 109명의 학생들 (남자 

69명, 여자 43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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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김아 ․차정은 (1996)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

를 이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김

아 ․차정은의 자기효능감 도구는 기존의 도구와 

동일하게 세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자신감’으로서 이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의 확신 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감

은 자신의 능력에 한 인지  단과정을 통해 조

성되고 감정 인 반응으로 표출된다. 둘째, ‘자기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의 자기조 , 즉 자기 찰과 자기 단 그리고 자기

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

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맞게 수정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세 개의 하  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변

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세 개의 하  변인이 자기

효능감 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50.78%이며 

이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검사

도구의 내  합치도를 통한 신뢰도는 자신감 변인 

.8497, 자기조  변인 .8723, 과제난이도 선호 변인 

.8176이며, 체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8293로 높았다.

2) 인구통계학, 환경  요인, 진학동기 조사

  인구통계학  환경  요인은 성별, 연령, 희망진

로, 스터디 그룹 참여, 동아리 활동, 친구 수, 취미, 

유 , 휴학, 재수 경험, 부모의 직업, 학력, 가계 총 

월수입, 부모와 동거여부를 설문으로 조사하 다. 

연령, 친구 수, 가계 총 월수입을 묻는 항목은 주

식으로 직  기록하게 하 고 다른 항목들은 객

식으로 선택하게 하 다. 진학 동기는 (1) 직업의 사

회, 경제  안정성, (2) 학문 자체에 한 심, (3)

인류와 사회 사, (4) 부모님이나 주  권유, (5) 기

타의 5개의 답가지  선택하게 하 다. 학과생활 

만족도는 5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 다 (5 : 매우 

만족 ～ 1 : 매우 불만).

3) 성격 검사 도구 

  성격과 자기효능감의 련성을 조사하기 하여 

Cloninger et al.(1993)이 개발하고 국내에서도 표

화작업이 이루어진 성격 기질 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TCI)를 사용하 다. 

TCI는 총 240문항의 ‘ /아니오’선택형 질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TCI는 4가지 기질 (temperament)차원

과 3가지 인격차원 (Character)으로 해석된다. 4가지 

기질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 (novelty seeking, 

NS), 험회피성경향 (harm avoidance, HA), 보상의

존성경향 (reward dependence, RD) 그리고 지속성 

경향(persistence, PS)으로 개체가 외부로부터의 새

로운 자극, 험, 보상에 하여 반응하는 양상을 말

하는 것이다. 3가지 인격차원은 자기 심성 (self- 

directedness, SD), 조성 (cooperativeness, CO)  

자기 월성 (self-transcendence, ST)으로 자신에 

한 심성 정도, 타인과의 조성 여부, 그리고 자기

를 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기질 차원보다 

유 성이 약하고 개념학습에 의해 발달된다고 알려

져 있다.

4) 학업성취도 측정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의 과 계, 의학과 1학

년, 그리고 의 과  의학과 1학년 계 평량평

(GPA)으로 측정하 다.

5) 통계 분석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수와 연령, 친구 숫자, 

가계  총 월수입, 학과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사이

의 계는 Spearman 상 분석을 시행하 다. 기타 

환경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하 요인의 평균

수의 비교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 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e 방법을 이용하 다. 유의성 검

증은 p 값 <.05와 <.01을 기 으로 하 고 모든 통

계분석은 도우용 SPSS ver 10.0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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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orrelation of Self-efficacy with 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Factors 

Self - 

regulation

Self - 

confidence

Preference to 

task difficulty

Self-

efficacy

 Age

 Overall satisfaction for the school life

 Total family income per month

.119

.162

  .252**

.186*

 .264**

    .072

.159

.119

    -.087

.215**

.263**

     .152

* p＜.05, ** ＜.01

Table III. Comparison of Self-regulation Scores according to Total Family Income Per Month 

Total family income per month N Mean SD F P

Low

Middle

High

39

32

21

34.9

37.4

39.1

7.04

6.03

5.82 3.262*  ＜.05

Total 92 36.7 6.59

Table II. Comparison of Self-confidence Scores according to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verall satisfaction for school life N Mean SD F p

 Satisfied 

 Neutral

 Dissatisfied

 65

 38

 15

27.9

25.5

25.3

4.99

5.15

4.59 3.581*   ＜.05

 Total 118 26.8 5.10

결   과 

가. 자기효능감과 인구통계학  환경요인 상 성

  자기효능감과 인구학   환경변인 사이 상 성

을 검증한 결과 16개 항목  연령, 학과생활 만족

도, 가계 총 월수입만이 유의한 상 성을 보 다. 연

령과 학과생활 만족도는 각각 자기효능감 총 과 

자신감 하 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가계 총 월수입은 자기효능감 하 요인  자기조

 수와 유의한 상 성을 나타냈다 (Table I). 그 

외 성별, 졸업 후 희망진로, 스터디그룹가입 여부, 

학동아리 활동 참여, 취미생활 유무, 유 , 휴학, 

재수 경험, 보모의 직업, 학력, 부모와 동거 여부는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학과생활만족도에 따라 학생을 만족, 보통, 불만족 

세 군으로 나 어 자기효능감 총 과 세 가지 하

요인 수를 각각 일원분산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자신감’하 요인의 수는 학과 생활 만족도가 높

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즉, 학

과생활에 만족하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자신감 수

이 높았다 (Table II).

  가계 총 월수입에 따라 학생들을 상, , 하 세 군

으로 구분하여 자기효능감 수를 비교한 결과 수

입이 높은 집단군에서 ‘자기조  효능감’하 요인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III). 

  의과 학생의 진학동기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과제난이도 선호 하부

요인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사



한국의학교육 : 제 18 권 제 3 호 2006

- 253 -

Table V. The Relationship between TCI† and Self-efficacy 

    TCI
Self - 

regulation

Self - 

confidence

Preference to task 

difficulty

Self -

efficacy

Temperament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261**

-.225*

-.018

 .426**

 .137

-.557**

-.048

-.036

-.034

-.244**

 .004

 .287**

-.072

-.501**

-.034

 .333**

Character

Self-directedness

Cooperativeness

Self-Transcendence

 .352**

 .120

 .129

 .478**

 .090

-.138

 .282**

 .410**

 .157

 .333**

 .261**

 .067

† 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 p＜.05, ** ＜.01

Table IV. Comparison of Preference to Task Difficulty Scores according to the Reasons of Entering Medical 

College

    Reasons of entering medical college N Mean SD F P

Socioeconomic stability of medical profession

Genuine interest for medicine

Social contribution through medical service

Recommendation by significant others

Others

38

27

22

17

13

13.6

16.7

16.7

16.3

15.7

3.87

4.02

2.43

4.09

5.01

3.857 ＜.01

Total 117 15.5 4.05

후검증에서 ‘직업의 사회․경제  안정성’이 진학 

동기라고 응답한 군이 다른 진학동기를 가진 학생

군에 비해 과제난이도 선호 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V).

나. 자기효능감과 성격 

  TCI 성격검사의 4가지 기질차원  ‘호기심 추구’ 

성향과 자기조  효능감은 음의 상 계를 보 으

며, ‘ 험회피’ 성향은 자기효능감과 세 가지 하

요인 모두와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반면, '지속

성’은 자기효능감  자기조 , 과제 난이도 선호 

하부요인과 정  상 계를 보 다. 3가지 인격차

원  ‘자기 심성’은 자기효능감 총   세가 하

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  상 성을 보 다. ' 동

 성향’은 자기효능감 총   과제난이도 선호 

수와 정  상 성을 보 다 (Table V).

다.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의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의 과 성 은 자기효능감 총

과 자기조  효능감 하  요인이 유의한 상 성

을 보 다. 의학과 1학년 성 은 과제난이도 요인과 

상 성을 보 고 의 과와 의학과 계 평량 평  

역시 과제난이도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성을 보 다 (Table VI).   

고   찰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이 처한 환경요인과 

한 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 (윤운성, 1996; 박

신 외 2000; 박 신 김의철, 2003; 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5)에 근거하여 의과 학

생에서 자기효능감과 연 성이 있는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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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Academic Performance 

Self -

regulation

Self -

confidence

Preference to task 

difficulty

Self -

efficacy

Premedical years

Med  1

Premed + Med 1

  .240**

.117

.157

      .030

 -.082

 -.065

      .121

.196*

.183*

 .196*

.100

.124

* p＜.05, ** ＜.01

환경요인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연령, 학과 생활 만

족도와 가계 총 월수입이 자기효능감과 상 계수는 

낮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성을 보 다. 학과 

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군이 그 지 않은 군에 비

하여 자신감 하 요인의 수가 높았는데 학교생활

응과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은 정 상 성을 보

다는 김용래․유효 (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다. 한, 가계 총 월수입이 높은 학생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자기조  하 요인의 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부모의 사회  지원이 청소년의 자

기효능감에 직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맥상

통한다 (박 신 외, 2000; Chung et al., 2001).

  진학동기에 따라서는 사회경제  안정성을 이유

로 의과 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이유로 의과

학을 선택했던 학생들보다 과제난이도 선호 수

가 더 낮았다. 학문자체에 한 심이나 의학을 통

한 자아성취욕구가 강한 학생들일수록 어려운 과제

에 한 도 심이 높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 직업  안정성을 이유로 의과 학 진학을 선

택한 학생들의 과제난이도 선호 수가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로 진학한 학생보다도 낮았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성격과 자기효능감의 상

성에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를 이용하여 자기효능감과 성

격에 하여 분석한 박성미 (2003)의 연구는 외향형

이 내향형보다 체 인 자아효능감 수가 유의하

게 높았고 특히 자신감 하  요인이 외향형 성격에

서 내향형보다 높았다고 하 다. 한, 자기조  효

능감은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단형보다 인식형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 다. TCI를 이용하여 성

격과 자기효능감의 상 성을 분석한 자들의 연구

에서는 4가지 기질차원  호기심 추구 성향과 자기

조  효능감은 음의 상 계를 보 고 험회피 

성향은 자기효능감과 세 가지 하 요인 모두와 음

의 상 계를 나타냈다. 반면, 지속성은 자기효능

감 체 수  자기조 , 과제 난이도 선호 하부요

인과 정  상 계를 보 다. 이는 지속성이나 노

력수 이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 성을 나타낸다고 

한 선행연구 (Multon et al., 1991)와 유사한 결과이

다.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한 기존 연구를 종합

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목표설정, 자기 감시, 자기 평

가와 같은 자기조 과정 (self-regulatory process)에 

향을 주어 학습동기와 연 된다고 한다 (Zimmer-

man et al.,1992; Zimmeman & Bandura, 1994).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정  자아개념을 보

유하고 있으며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는데 비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

은 부정 인 자아개념을 가져서 자신감이 부족하다

고도 하 다 (김희수, 2005). 한, 자기조  학습능

력과 학업성취 간 한 정 상 이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 진 바 있다 (김아 , 2001; 김용

수, 1998). 

  본 연구에서 의 과 학업성 은 상 계수가 낮기

는 하 지만 자기효능감 하 요인  자기조  요

인과 유의한 상 성을 보 다. 이는 자기효능감 하

요인  자기조  효능감이 학업성 과 가장 

한 상 성이 있으며 자신감 요인과 상 성을 찾

을 수 없었다는 김희수 (2004)의 연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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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 과 교육과정이 교양과 기 과학 주이

고 상 으로 의 과 학생들의 학업에 한 심

이 의학과 학생들보다는 낮은 경향을 고려해볼 때 

의 과 기간 동의 학업성취는 자기조  효능감과 

더 한 상 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도 하다. 의학과 1학년 성 과 의 과-의학과 계

성 은 자기효능감 총 이나 다른 하부요인과는 상

성을 보이지 않았고 과제난이도 요인과 낮은 상

성을 보 다. 의 과와 비교 시 교과목의 난이도

가 높아지는 의학과의 학업성 의 경우는 어려운 

과목이나 상황에도 끈기 있게 도 할 수 있는 능력

이 학업성취도에 좀 더 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반 인 학습에 한 신념이나 기

라기보다는 과제에 따라 특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과목이나 분야를 으로 하지 않고 반 인 

성 과 련성을 볼 경우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상 성은 더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 과 자기효능감 사이 상

계수가 낮게 나온 것도 이러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목별 는 한 

련성이 있는 과목들을 분야로 묶어 자기효능감을 

측정한다면 더욱 정확한 학업의 측  지도의 자

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에 한 지능과 동기변인들의 상  

측력을 조사한 김아 ․조 미 (2001)의 연구에서는 

IQ가 높은 집단에서는 학업  자기효능감이, IQ가 

낮은 집단에서는 내재 동기가 학업성취도에 가장 

향력 변인이었다. 이 연구는 IQ가 높은 집단의 학

생들을 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는 학업  자기효능감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

이며 IQ가 낮은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내재  동

기 증진 로그램이나 학습목표지향성을 유도하는 

학생지도가 효과 임을 시사한다. 의과 학생들의 

경우 체 으로 IQ가 높은 집단이라고 가정한다면 

선행연구 결과들은 의 생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로그램이 

효과 인 학업지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제시

한다.

  이 연구는 특정 의과 학의 일개 학년의 학생들

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

감은 반 인 학습에 한 신념 는 기 라기보

다는 과제에 따른 특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과목별 

는 분야별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측정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환경요인, 성격, 학업성 사이의  단순 상   차이

검증만을 시행하 으나 향후에는 의 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의 상 인 향력을 검증하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연구자들은 의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과 련성이 있는 환경  요인을 악할 수 있었으

며 성격변인  호기심추구, 험회피, 지속성, 동

 성향이 자기효능감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사이의 련성

을 확인함으로서 의과 학에서도 자기효능감 측정 

 증진방법을 학습지도의 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

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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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기효능감 요인분석표

   요인1   요인2   요인3

 1. 나는 험한 상황에서 잘 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7.425E-02 .756 7.588E-02

 2.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 할 바를 모른다. .101 .801 -1.5E-02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203 .718 .174

 4. 나는 인 상황에서는 스트 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2.8E-02 .694 1.452E-02

 5.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19 .767 -3.9E-02

 6.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3.0E-02 .669 8.973E-02

 7.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4.9E-02 .642 -1.4E-02

 8. 어떤 문제에 한 나의 단을 체로 정확하다. .690 -.119 -1.7E-02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86 4.696E-02 -1.1E-02

10.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655 -2.0E-04 -6.9E-02

11.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741 8.772E-02 8.128E-02

12.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 .649 6.352E-02 .157

13.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750 .119 .192

14.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 으로 노력한다. .695 5.725E-02 .218

15. 나는 공부에서나 일에서나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667 .184 5.887E-02

16.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지 않은 일을 단할 수 있다. .566 -6.3E-03 -4.5E-02

18.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553 2.179E-02 .218

19. 나는 일을 조직 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659 8.025E-02 .134

20.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6.091E-02 .282 .654

21.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64 -.172 .827

22.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35 -3.9E-02 .799

23.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1.9E-02 .170 .750

24. 어렵거나 도 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185 4.023E-02 .692

고유치 5.987 3.634 2.565

설명량 24.947 15.140 10.690

Cronbach’s α      .8723      .8497      .8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