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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현대의 사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융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 
인재양성 과정에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맞추 교육 및 관리경험의 부족으로 전공학습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
은 한국의 4년제 대학 이상 학위과정에서 재학 중국유학생에게 설문하였으며, 연구구조 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기관에서 중국유학생의 학습몰입과 학습흥미를 제고시켜야만 개인-조직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 유학생과 학교의 적합성이 좋아야 유학생 교육성과와 행정관리에 큰 도움을 될 것이고 학습 분위기와 
대학 이미지도 진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자기효능감이 과도한 유학생은 학습몰입 높을수록 개인-조직적합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생 교육과 관리에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유학생들은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개인-조직적합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의미를 제시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 학습몰입, 학습흥미, 개인-조직적합성, 자기효능감, 중국유학생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dern society demands global 
convergence talent with expert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erson-organizational Fit 
can be enhanced only when university institutions enhance the learning flow and learning interest of 
Chinese students. Only when the suitability of Chinese students and Univ. is good will it be of great 
help to the educational performance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learning atmosphere and university image can be promoted. Howeve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excessive self-efficacy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Person-organizational Fit to making it difficult 
to educate and manage students. On the other hand,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low self-efficacy, 
the higher the immersion in learning, the higher the individual-organization (Univ)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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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현대의 사회는 전문지식

을 갖춘 글로벌 융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외
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인적자원 교류는 각 대학의 국
제적 평판을 높일 수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 
각 기관 인재양성 과정에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맞
추교육 및 관리경험의 부족으로 전공학습 등 문제가 되
고 있다.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수업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중에서 적성과 흥미의 일치는 고
려하여 전공을 선택할수록 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유학만족도가 향상될 것이 
예측되고, 유학만족도가 높으면 유학성과를 성공적 마치
게 될 비율도 향상될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유학생의 학
습몰입 및 학습흥미가 개인-조직적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함으로
써 개인(유학생)-조직(대학)적합성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1.2].

2. 관련연구
2.1 학습몰입

Csikszentmihaly는 어떠한 수행에 몰두하여 시간, 
피로뿐만 아니라 수행 그 자체 외의 다른 아무것도 느끼
지 못하는 최적 경험의 상태를 ‘몰입’이라 정의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몰입경험을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행동 상태’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Flow’라는 용어를 사
용하게 되었다[3]. 

학습상황에서 몰입은 학습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몰
두한 상태로 몰입 경험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하고 
내재동기를 증진한다.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내재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습활동을 즐기면서,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한 기원하지 않을 때 느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4, 5]. 

학습이나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시간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의식
도 잊어버리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수반하는 심리적인 감
정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학습몰입은 전공과목, 수
업 과제 수행 등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정도 또는 소용하
는 시간을 몰두하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2.2 학습흥미
흥미(interest)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관한 관심 또

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6]. 항상 
특정 주제, 과제, 혹은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힘으로
서 질 높은 수행의 추구와 내재동기의 발현에 있어서 영
역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7].

학습흥미(Learning Interest)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 
활발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도 하는 요인으로서 개인
의 행동 수준 또는 강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구조이며 과
정이므로 개인의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학습반응이 증가
하는 것이다[8.9].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
흥미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개인의 호기심 자극이나 
마음을 끄는 주제에 대한 자발적 탐색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재동기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 학습흥미는 중국유학생의 학습 동기, 전
공 선택, 개인 취향 등에 대한 집중력이나 관심 정도이
며, 학생 본인이 학습하는 전공과목, 수업 담당 교수, 수
업 과제 또는 스터디그룹 등에 관심을 두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3 개인-조직적합성
Schneider는 1987년에서 제기하는 ASA(Attraction 

– Selection – Attrition) 구조에 따라 개인이 자신과 목
표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한테 유인(Attraction)되고, 자
신의 목표를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을 고
르며(Selection), 조직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조직을 이탈하게 된다(Attrition). 즉, 개인과 조직 간 적
합성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에 있어 일치성이며, 
이것이 조직 내의 동질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11].

개인-조직적합성은 개인 특성과 조직의 특성 간의 적
합을 의미하며, 개인과 조직 간의 조화 가능 정도를 의미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게 맞는 조직을 선택하기 위하
여 노력하며, 일단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적용을 통하여 조직
의 목표가 개인에게 내면화된다. 

본 연구에서 개인-조직적합성은 개인의 목표, 가치, 
문화 및 대학(조직)의 목표, 가치, 문화의 일치조화 가능
성이라고 정의하였다.

2.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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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행동을 성공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12].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이숙정(2011)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
습몰입에 뛰어났고, 몰입도가 뛰어났던 학생들이 결과적
으로 대학 생활에도 잘 적응해냈다고 주장하였다[13.14].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은 어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
기 능력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긴장감 없는 상황
에서 개인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
가, 내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가에 관한 자신감이나 정
의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4년제 대학 이상 학위과정에서 재학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및 학습흥미가 개인-조
직(대학)적합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의 사이에서 자
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사이트인 원쫸싱
（问卷星)을 통해 설문하여. SPSS 25.0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은 측정척도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15].

3.1 연구모형
Learning 

Flow

Learning 
Interest

Self-efficacy

Person-Organi
zation Fit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H1. 학습몰입은 개인-조직적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학습흥미는 개인-조직접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학습몰입과 개인-조직적합성의 영향 관계에 있어

서 자기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4. 학습흥미와 개인-조직적합성의 영향 관계에 있어
서 자기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 실증결과
4.1 측정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부
합하는지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타당도 검정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nstructs Cronbach's α FactorLoading Communality1 2 3 4

Learning Flow 0.845
0.746 　 　 　 0.698
0.690 　 　 　 0.736
0.632 　 　 　 0.693
0.733 　 　 　 0.652

Learning 
Interest 0.908

　 0.643 　 　 0.649
　 0.766 　 　 0.665
　 0.799 　 　 0.790
　 0.757 　 　 0.625
　 0.605 　 　 0.559
　 0.588 　 　 0.628
　 0.700 　 　 0.578
　 0.660 　 　 0.614

Person-Organiz
ation Fit 0.857

　 　 0.847 　 0.753
　 　 0.761 　 0.761
　 　 0.782 　 0.741

Self-
efficacy 0.827

　 　 　 0.673 0.541
　 　 　 0.638 0.556
　 　 　 0.706 0.647
　 　 　 0.668 0.530
　 　 　 0.644 0.499
　 　 　 0.762 0.661

eigen value 4.778 3.466 2.733 2.598
　Describe the ratio(%) 22.75416.50413.013 12.372

Cumulative ratio(%) 22.75439.25852.271 64.643
KMO=.912(sig=.000)

Table 1. Result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4.2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4개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분
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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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Learning 
Flow

Learning 
Interest

Person-
Organization 

Fit
Self-

efficacy
Learning Flow -

Learning 
Interest .646** -
Person-

Organization Fit .489** .542** -
Self-efficacy .565** .532** .352**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Result for Discriminant Validity

4.3 회귀분석
학습몰입을 독립변수로, 개인-조직적합성을 종속변수

로 설정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유의
한 값을 가지고 있다. 즉 학습몰입은 개인-조직적합성에 
대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학습흥미는 개인-조직적합성에 대한 
정(+)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학습몰입과 개인-조직적합성에 관계와 그중에서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PROCESS macro의 모텔 이용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
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한 결과 아
래 Table 3 같다.

독립변수 학습몰입은 중속변수인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1.290, p<0.001), 조절변
수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증하였다( β=.941, p<0.01). 자기효능감
과 학습몰입의 상호작용 항은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β=-.217, 
p<0.1). 즉 학습몰입이 개인-조직적합성에 미치는 영향
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Constructs β se t p
constant -1.617 1.216 -1.330 .185

Learning Flow 1.290*** .332 3.887 .000
Learning Interest .941** .330 2.850 .005

Self-efficacyXLearnin
g Flow -.217* .086 -2.533 .012

Increase R² through 
interaction

R² F p
.018 6.417 .012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β se LLCI* ULCI*

M-1SD (2.907) .659 .104 .455 .863
M (3.549) .520 .074 .373 .666

M+1SD (4.191) .380 .080 .223 .537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Tests

독립변수 학습몰입은 중속변수인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1.290, p<0.001), 조절변
수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증하였다( β=.941, p<0.01). 자기효능감
과 학습몰입의 상호작용 항은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β=-.217, 
p<0.1). 즉 학습몰입이 개인-조직적합성에 미치는 영향
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됨에 따른 R² 변화량은. 
018(p<.05)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습몰입과 
개인-조직적합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Fig. 2 같이 통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결과, 자기효능감 값이 
2.907(M-1SD)부터 4.191(M+1SD)의 범위에서 모두 유
의하였고, 즉 학습몰입이 개인-조직적합성에 미치는 영향
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arning 
Flow
Self-

efficacy

Self-efficacy 
X Learning 

Flow

Person-
Organization Fit

1.290***

.941**

-.217*

*: p < .05; **: p < .01, ***: p < .001
Fig. 2.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Tests Statistical 

models between Learning Flow and 
Person-Organization Fit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과 개인-조직적합성에 간의 어
떤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그래프를 통
하여 다음 Fig. 3과 같다.

Fig. 3.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Tests between 
Learning Flow and Person-Organization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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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중

국유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학습몰입이 개인-조
직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5점 척도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3.5점 이하) 학생
집단은 학습몰입 높아지면 개인-조직적합성 역시 높아지
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3.5 이상) 학생은 학습몰입 
높아지면 개인-조직적합성이 오히려 낮아진다. 이는 자
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 조절역할 하였고 높은 집
단에서 (-) 조절역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학습흥미와 개인-조직적합성에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 와 Fig. 4 같이 제시하였다.

Constructs β se t p
constant　 .144 1.220 .118 .906

Learning Interest .796* .315 2.528 .012
Self-efficacy .351 .343 1.022 .308
Self-efficacyX 

Learning Interest -063 .085 -.746 .457
Increase R² 

through interaction
R2 F p

.002 .556 .457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Tests between 
Learning Interest and Person-Organization 
Fit 

Learning 
Interest

Self-
efficacy

Self-efficacy 
X Learning 

Interest

Person-
Organization Fit

.796*

.351

-.063

*: p < .05; **: p < .01, ***: p < .001
Fig. 4.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Tests Statistical 

models between Learning Interest and 
Person-Organization Fit 

독립변인 학습흥미은 중속변인인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지만(β=.796, p<.05), 조절변인
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β=.351, p>.05). 자기효능감과 학습흥미의 상
호작용 항은 개인-조직적합성에 유의하지 않고 조절효과
가 미치지 않았다(β=-.063, p>. 05). 즉 학습흥미가 개
인-조직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결과가 다음과 같다.

Hypothesis
H1 Learning Flow has a positive effect on 

Person-Organization Fit. Supported

H2 Learning Interest has a positive effect on 
Person-Organization Fit. Supported

H3 
It will have a modulating effect on 
self-efficacy in the Learning Flow and 
Person-Organization Fit

Supported

H4
It will have a modulating effect on 
self-efficacy in the Learning Interest and 
Person-Organization Fit

Dismissal

5.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학습몰입과 학습흥미가 개인-조직적
합성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습몰입 및 학습흥미는 개인-조직적합성에 정
(+) 영향을 미치며, 학습몰입과 학습흥미가 높을수록 개
인-조직적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
다. 이는 중국유학생의 학교 조직 및 학교생활 중에서 개
인-조직적합성을 증대시키려면 학습몰입 및 학습흥미를 
향상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습몰입은 개인-조직적합성 간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국유학생의 학습몰입이 개인-조직(학교)적합성에 미치
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확
인하였다. 즉 자기효능감 착점 3.5 이하의 유학생은 학습
몰입 높아질수록 개인-조직(대학)적합성도 높아진다. 자
기효능감 착점 3.5 이상 매우 높은 유학생은 학습몰입 높
아지면 개인-조직(대학)적합성이 반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흥미는 개인-조직적합성 간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이 조절역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검증하였다. 
즉 중국유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학습흥미와 개인-조
직(학교)적합성의 관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본 논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기관에서 중국유학생
의 학습몰입과 학습흥미를 제고시켜야만 개인-조직(학
교)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 유학생과 학교의 적합성
이 좋아야 유학생 교육성과와 행정관리에 큰 도움을 될 
것이고 학습 분위기와 대학 이미지도 진급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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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기효능감이 과도한 유학생은 학습몰입 높을수

록 개인-조직(학교)적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생
교육과 관리에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유학생들은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개인-조직(학교)
적합성도 함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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