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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

성격강점과 조직몰입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
효능감

성격
강점

직무
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연구문제

미용종사자의성격강점,직무성과,자기효능감의상관관계를알아본다

성격강점과조직몰입의관계에서자기효능감의매개효과를알아본다

성격강점과직무만족도의관계에서자기효능감의매개효과를알아본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속성 범주 빈도(명) 백분율(%)

직급

스텝(인턴) 29 6.5

디자이너/관리사 99 22.0

실장(매니저) 141 31.4

관리자(원장) 180 40.1

급여수준

200만원 미만 138 30.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8 33.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4 12.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9 17.6

500만원 이상 30 6.7

미용업종

헤어미용 135 30.1

피부미용 146 32.5

메이크업 64 14.3

네일아트 86 19.2

기타 18 4.0

전체 449 100.0

속성 범주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28 28.5

여성 321 71.5

연령

20∼29세 114 25.4

30∼39세 198 44.1

40세 이상 137 30.5

결혼유무
미혼 241 53.7

기혼 208 46.3

학력

2년제 대학 재학 이하 213 47.4

4년제 대학 재학/졸업 201 44.8

대학원 재학 이상 35 7.8

근무경력

1년 미만 133 29.6

1년∼5년 미만 143 31.8

5년∼10년 미만 117 26.1

10년 이상 56 12.5

휴무일수

3일 미만 152 33.9

4∼5일 221 49.2

6일 이상 76 16.9

▪ 성격강점의 하위 요인인 지혜·지식, 용기, 사랑·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영성과 초월성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가지며, 성격강점의점수가높으면자기효능감,직무몰입및 직무만족도도높아지는양의 상관성을가짐

▪ 자기효능감은성격강점의모든하위 요인, 직무몰입및 직무만족도와양의 상관관계를가짐

▪ 직무몰입및 직무만족도역시 성격강점및 자기효능감과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 상관관계를나타냄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및 직무성과의 상관관계

변수
성격 강점

자기효능감
직무성과

지혜·지식 용기 사랑·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영성과 초월성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성격강점

지혜·지식 1 .229*** .141*** .428*** .344*** .404*** .386*** .251*** .180***

용기 1 .165*** .216*** .129*** .241*** .157*** .227*** .272***

사랑·인간애 1 .253*** .153*** .230*** .205*** .238*** .243***

정의감 1 .433*** .418*** .351*** .328*** .296***

절제력 1 .299*** .276*** .264*** .236***

영성과 초월성 1 .417*** .345*** .316***

자기효능감 1 .554*** .496***

직무성과
조직몰입도 1 .689***

직무만족도 1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표준화회귀계수 t값 p값 매개역할

지혜·지식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1단계 0.180 3.860 0.000

완전매개
2단계 0.386 8.856 0.000

3단계
매개 0.496 12.086 0.000

독립 -0.014 -0.320 0.749

용기

1단계 0.272 5.980 0.000

부분매개
2단계 0.157 3.369 0.001

3단계
매개 0.496 12.086 0.000

독립 0.199 4.908 0.000

사랑·인간애

1단계 0.243 5.286 0.000

부분매개
2단계 0.205 4.418 0.000

3단계
매개 0.496 12.086 0.000

독립 0.147 3.554 0.000

정의감

1단계 0.296 6.560 0.000

부분매개
2단계 0.351 7.936 0.000

3단계
매개 0.496 12.086 0.000

독립 0.139 3.205 0.001

절제력

1단계 0.236 5.133 0.000

부분매개
2단계 0.276 6.060 0.000

3단계
매개 0.496 12.086 0.000

독립 0.107 2.528 0.012

영성과 초월성

1단계 0.316 7.036 0.000

부분매개
2단계 0.417 9.703 0.000

3단계
매개 0.496 12.086 0.000

독립 0.132 2.939 0.003

▪ 성격강점의하위 요인중 지혜·지식은자기효능감을통해서만직무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자기효능감은 용기, 사랑·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및 영성·초월성의 성격강점이 직무만족도에 직·간접적
영향(부분매개)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자기효능감은 성격강점과 직무성과(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에 직간접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격강점 중

지혜와 지식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미용종사자의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성 및예견력 능력을 직무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향상이 반드시 필요함.

▪ 미용종사자의 성격강점이 직무성과(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효능감을향상시키면 직무성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성격강점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표준화회귀계수 t값 p값 매개역할

지혜·지식

조직몰입도 자기효능감

1단계 0.251 5.486 0.000

완전매개
2단계 0.386 8.856 0.000

3단계
매개 0.554 14.052 0.000

독립 0.044 1.027 0.305

용기

1단계 0.227 4.929 0.000

부분매개
2단계 0.157 3.369 0.001

3단계
매개 0.554 14.052 0.000

독립 0.144 3.647 0.000

사랑·인간애

1단계 0.238 5.187 0.000

부분매개
2단계 0.205 4.418 0.000

3단계
매개 0.554 14.052 0.000

독립 0.131 3.278 0.001

정의감

1단계 0.328 7.332 0.000

부분매개
2단계 0.351 7.936 0.000

3단계
매개 0.554 14.052 0.000

독립 0.152 3.660 0.000

절제력

1단계 0.264 5.784 0.000

부분매개
2단계 0.276 6.060 0.000

3단계
매개 0.554 14.052 0.000

독립 0.121 2.966 0.003

영성과 초월성

1단계 0.345 7.779 0.000

부분매개

2단계 0.417 9.703 0.000

3단계

매개 0.554 14.052 0.000

독립 0.139 3.2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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