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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기계발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1)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program o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and stress cop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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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n out a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program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students in adapting themselves to college life and coping with stress from it.  The program was developed 
as the liberal arts course for a semester and comprised 12 sessions. Each secession of a 150 minutes workshop program. 
The pre-test, post test regard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and stress coping methods conducts upon each experimental 
group and each control group. Each group consisted of 50 subjec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is study coul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program has 
effect on improv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program has effect on improving  stress coping methods.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program,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stress coping methods.

Ⅰ. 서론

인간은 인생의 단계마다 새로운 발달적 과업수행과 환

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적응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청년기는 어떤 시기보다 변화와 적응의 요구가 

많고, 그리고 적응의 성공 여부가 이후의 삶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년기의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들(Kim, 2004; Kim, 2009; Yoon  et al., 2011)에
서도 청년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성인

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

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찾고, 부모로부터 독립하

여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세워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과거 어느 

세대와도 다른 청년기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의 타율적 

학교환경에서 현재의 자율적 대학환경으로 적응해야 하

고,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취업난속에서 취업을 통해 사

회구성원으로 역할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등 여러 모로 심

각한 어려움 겪고 있다. 이렇듯 대학생 시기는 급격한 변

화와 혁신요구에 대한 적응과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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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해야 할 즉,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위한 학습을 

시작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생

애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은 각 발달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회·심리적 위기나 발달과업에 대처하기 위해 성인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Courtney, 1992)고 하였고, 또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스트레스 대처방식

과 적응문제 해결을 도움 받으려는 자기계발 훈련의 기회

가 필요로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인 청년기에 대학으로부터 제공되

는 자기계발 훈련을 경험한다면  다양한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성장과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고, 스스

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인기 진입을 위

한 역량 습득의 중요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오늘날

의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대학교육의 현실에서  대

학생 시기의 자기계발 훈련은 성인교육의 일환으로도 대

학에서 기회가 충분히 제공 되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한다.
인간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좌절과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된다(Rimke, 2000; Ringeisen et al., 
2009). 최근 학교 안에서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우울, 자살

과 폭력도 급변하는 학교와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실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서 대학생에게도 당면한 변화요구에 적응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대

학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교양과정을 통하여 대학생이 자신

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

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에게 자기이해를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통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

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학업생활, 대인관계, 생활습관, 신
체적 건강 등 여러 개인생활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

산적인 삶으로 이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삶에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내부 잠재력과 주변 환경자원

을 활용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자기계발이다. 따라서 좌절과 무기력이 팽배해 

지기 쉬운 대학생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대처 방식을 습득하여 대학생활에 성공적으

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연구는 매우 드물고, 대학

생 대상으로 자기계발(Self-development)과 유사한 개념

인 자기 성장(Self-growth)과 자기관리(Self-management)
프로그램을 집단상담의 형태로 실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Hwang, 2005; Hong & Kwang, 2010). 그
리고 일반인과 직장인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 동기 및 관

련 변인들과의 연구들은 있지만 (Kim, 2007; Kim, 2008; 
London & Smither, 1999)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관

한 연구도 매우 미약하다.     현재는 대학생활적응과 스

트레스 대처에 영향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Kim, 2009; Park, 2003; 
Park, 2010; Yang, 2004), 대학생활 적응과 스트레스대처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 개발관련 연구의 양이나 

종류는 증가 추세에 있다(Goo, 2006; Kim, 2004; Kim & 
Lee, 200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교양과정 교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을 위한 자기계발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대학생활적응과 스

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자기계발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에 효

과가 있는가?
2) 대학생의 자기계발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현대사회의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 미약할 실

정이다. 자기계발에 대한 사회의 관심에 비해 실천적인 

부분에서 연구들도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학

은 자기계발을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와 연관되어 조직론

적인 입장으로, 심리학은 개인의 심리치료와 연관하여 심

리학 주제로 연구되고 있고, 교육학은 평생학습, 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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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등과 결합하여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천적인 

연구접근은 어떻게 하면 자기계발을 잘 할 수 있을까, 더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한 경영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 같은 방법적이고 기술

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평생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점에서 생애주기 중 성인기에 진입하는 대학생 시기 학

생들이 기본으로 접하는 교양과정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역량강화인 임파워먼트의 개

념에 초점을 둔 자기계발프로그램을, 그리고 심리학적 코

칭과 집단활동의 방법을 접목하는 실천적 자기계발 프로

그램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자기계발 개념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이 된다.
현재 자기계발에 관한 개념을 정의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다만 자기 돌봄(self-help), 자기관리(self- 
management), 임파워먼트(self- empowerment), 자기성장

(self-growth) 등의 개념을 연계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선택, 자율, 자유와 같은 개념에 기초한 개인성에 원칙을 두

고, 자기수정(self-modification)과 개선(improvement)을 포

함한 개념(Rimke, 2000)을, 그리고 자기계발 실행 과정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 방식, 즉 자기알기

(Knowing oneself), 자기통제(Controlling oneself), 자기배

려(Caring for oneself), 자기(재)창조(Recreating oneself)의 

개념 구성(Chappell et al., 2003)에 주목하여 구성하였다. 
자기계발(self-development)은 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나 재질, 재능 등을 밖으로 드러내어 발휘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거나 이끌어줌을 뜻한다. 그리고 자신

의 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적응해야 할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는 행동전략이다(Knneth 
& Jacqueline, 2002; Robson, 2007). 즉,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일치되게 이끌어 가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활용하려는 노력이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경쟁

력을 주어진 환경에 자유롭게 펼침으로서 자신이 처한 환

경에서 안녕하려는 욕구이기도 한다.  따라서 급변하고 

불확실한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내면 지향성과 자기 주도

성을 포함한 개인의 성찰성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기도 하

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실현의 가능성과 잠재

력에 대한 지침을 알려준다(Chappel et al., 2003; 

Janiece, 2005). 본 연구에서는 자기계발을 자기이해에서 

출발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목표

를 둔 행동전략의 습득 또는 목표 추구행동의 일환이며, 
자기계발 활동은 학습인 동시에 목표추구 행동을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자기계발 개념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는 자기이해에서 출발한 

자기 잠재가능성을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최대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자기 주도성과 내적 통제력을 발휘하

며, 그리고 주요한 환경인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포

함한 대인관계 능력으로 하였다. 즉, 자기이해, 자기 주도

성과 대인관계를 구성요소로 적용한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대학생활 적응에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자기이해 

자기계발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성장의 조건을 자기이

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으로 (Kim & Lee, 2007) 설명 할 

수 있듯이 자기계발도 자기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대

학생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인 자신의 정체감 

혹은 주체성 확립 과정도 대학생의 자기계발과 연결된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보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등과 같은 질문에 자신 

있는 확답을 얻지 못할 때  자신의 삶에 어떤 구조와 조직

을 설정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직면해 오는 

사건과 경험들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할 수 도 없는 것이

다 (Janiece, 2005). 또한 그렇게 될 때 스스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모험을 할 수 도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방

향 지시와 일관성을 부여해 주는 가치체계도 발달시킬 수 

없게 된다( Rogers, 1980). 그리고 대학생 시기는 비전, 
의지, 태도 등과 같은 가치지향적인 개념의 형성에 결정

적인, 인생의 많은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

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탐색의 발달 과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자신의 자질, 가

치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탐색의 과정과 습관을 토

대로 자신을 한 개인으로서 총체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정

리해 보고 생애 발달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간의 발달적 

성숙과 성장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이기도 한다. 이상에

서와 같이 본 연구의 대학생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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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체계를 포함하는 자기이해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

할 계획이다. 

2) 자기주도성 

자신의 삶을 외부의 강제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일치된 방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는 것은 모든 인간의 내재적인 특성이다. 궁극적으로 개

인들은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개발에 대한 책임

감을 가지게 된다. 이 같이 자기 주도성과 자기계발로 자

신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자기변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야 하는 개인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된다 (Chun, 2008; London & Smither, 1999).  
자기주도성 즉, 어떤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선

택하며,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 부담을 인

지하고, 또 그 부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 그리고 스

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

기계발의 메시지와 일치한다. 또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

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를 추구할 때 자기 주도적인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도성은 목표와 연계

된다(Sheldon et al, 1999). 이 같은 자기주도성, 책임감과 

목표의 연계성은 Deci 와 Ryan (2000)의 연구에서 자율

적 동기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도적이고 도전적이며 

흥미로운 활동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기

꺼이 지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지속하려는 데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기계발은 자아와 개인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 주도성에서 환경은 개인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변

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내가 나를 조절 

할 수 있다는 자기통제를 통해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에 만

족하고, 그것을 작동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통제력은 자기주도성과 연계된 개념으로 본다. 
이상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목표, 자기통제력

을 내포한 자기 주도성은 본 연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3) 대인관계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해결해야 할 존재이다. 또한 자기 자신은 대인관계

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다.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

을 위해서 환경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여기

서 환경이란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마련이

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는 건강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면 대인관계의 결함은 여러 가지 정신적,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한다( Rogers, 1980).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은 자

기계발에 중요한 주제가 된다.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

개방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자기성장

을 이룬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대인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자기계발을 위해 필수

적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

해 요구되는 행동과 태도를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는 학과, 
동아리, 수업조별 모임, 또래, 교수, 선후배 등 집단의 규

모와 성격, 문화 등 환경이 확연히 다르므로 각 개인은 수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이 자기계발을 통한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훈련인 집단 활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
만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이루어가고, 위험행동을 예방하

는데 효과가 있다. 집단 활동을 통하여 동료들도 자신과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부족

함에도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모두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사실, 자신도 동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도와 줄 수 있

다는 사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말하

고 들음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더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는 사실 등(Lee et al., 1992)이 대인관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중요

한 구성요소로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할 것이며 집단 활동

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활동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

을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선행연구고찰로 본 연구의 자기계발 프로그

램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자기이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

를 살펴보았는데 이 3개 요소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성은 

매우 분명하다. 이 같은 연계성의 특성은 프로그램 진행

에서 진행자의 역량과 활동자료와 진행방법에서 매우 구

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다.  따라서 이 같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연계

성을 살리기 위해  Stephen(1989) 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

한 7단계 훈련의 과정과 진행내용을 본 연구의 프로그램

에 활용하였다.



대학생의 자기계발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5

- 411 -

2. 대학생의 자기계발과 대학생활 적응 

적응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정적인 평형상태이면서 동

시에 최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대학생들이 대학이라

는 환경 속에서 학업적 성취나 대인관계 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경험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곧 대학생활 적응이다

( Kenneth & Jacqueline, 2002; Yang, 2002).  대학생활 

적응의 성공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지적욕구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기 이후의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훌륭한 대

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생활과 정적인 평형상태와 

최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과의 수동적인 관계 

이상의 것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

신을 환경에 내 맡기기보다는 환경을 최대화하고 이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회의 질서규범

에 조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에 대해서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부

적응이라고 한다(Hong & Kwang, 2010) 
대학생 시기에 자율성, 책임감, 통제성을 이끌어 줄 수 

있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업에서 최

선을 다하고, 진로를 잘 설계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성숙한 직업인과 시민으로서 능

력을 발휘할 것이다(Kim, 2004). 더 나아가 학습하는 과

정이나 학습의 결과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이후에

도 평생학습 및 지속적인 자기계발로서 삶을 윤택하게 만

들 수도 있다(Drucker, 2001). 대학생활 적응의 초기 연구

에는 학업적 성취를 적응 여부로 보는 연구가 활발했으나 

그 외의 다양한 측면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학업적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등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Choi, 2001). 따라

서 본 연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

된 하위영역으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영역의 

적응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계발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등

을 들 수 있고(Park, 2010), 이들 변인은 선행 연구결과들

(Kim, 2004; Kim, 2009; Kenneth & Jacqueline, 2002)에
서 볼 수 있듯이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인 자기이

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 기술을 통하여 나타난 자기효능

감 등의 변인이 매개 효과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어 자기

계발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3. 대학생의 자기계발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들은 새로운 가치관형성, 진로선택, 새로운 인간

관계 형성 등의 변화에 대한 혁신과 적응을 요구 받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선택하게 된

다. 스트레스란 개인이 문제 해결 상황에 대처하는 자원

이 부족할 때 발생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원이 상황적 요

구를 능가하지만 잘못된 대처 방식을 사용할 때 스트레스

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처란 자신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이다. 스트

레스관련 경험은 그 자체보다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감

당하는냐가 더 중요하다. 자극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냐 

여부는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가 아니고 유기체가 자극을 

해석하는 방식과 대체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

된다(Kim, 2007).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것은 개

인의 능력에 부담을 주거나 대처능력을 넘어서는 환경적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이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취

해진 특정 행동반응을 대처방식이라 한다.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의 교류관계에서 내

적․외적 요구를 조절하고 줄이거나 견디려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을 가리킨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

로 구분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특정 행동이 스트레스 상

황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기이해, 자기

주도성, 대인관계의 구성요소가 적용된 자기계발프로그램

이 스트레스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Folkman 와 

Lazarus(1984)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구분한 문제 해결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 중

심적 대처, 소망적 대처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 해결적 대처 방식이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개인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여 변화시

켜 스트레스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사회적지

지 추구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

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 방식이다. 정서 중심

적 대처 방식이란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뜻하고 소망적 

대처는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 대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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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4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

기계발의 구성요소인 자기주도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하며, 이

러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 부담을 인지하고, 또 

그 부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높

이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스트레

스 대처 양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Atkinson의 연

구(as cited in Yang, 2004)에 따르면 인지적 평가와 스트

레스 대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자

기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스트레스 원인을 자기

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됨으로 자기계발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대처양식에 있어서 자기성장 주도성이 낮

은 사람들은 보다 억압적이고 문제 회피적인 대처를 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기 성장 주도성이 높을수록 보다 문

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였다(Robitschek & Cook, 1999)
는 연구결과를 통하여서도 예측가능하다. 또한 자기 성장 

주도성이 높을수록 더 자율적인 동기에 근거한 목표 추구 

행동이 나타 날 것으로 예측되고 개인 삶의 목표가 개인

의 욕구 및 가치와 일치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Deci & Ryan, 2000) 자기계발에 따라 경험하는 변화

요구에 따라 대처방식이 다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구

성요소인 자기이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가 스트레스 대

처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M대학에서 2010년 2학기 교양

과목을 통하여 실시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수강한 1. 2
학년 60명 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결석을 하거나 

사전과 사후 조사 질문지에 응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제집단은 동일 학기에 자기계

발 프로그램 교양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타 교양과목을 수

강한 1. 2학년 60명 중  사전과 사후 조사 질문지에 응하

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구성

본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설계에 앞서 프로그

램의 방향 및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 자기계발 관련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자기이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 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구성요소들 간의 연계성과 순서를 프로그램 구성

에 반영하는 방법은  Stephen(1989/1994)의 연구를 토대

로 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로그램 메뉴얼

을 활용하였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
로그램은 자기계발을 성품발달의 내면으로 시작하여 자신

과 세상을 상호작용하는 관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

식과 태도 못지않게 실제 삶을 살아가는 생활습관을 중요

하게 여겨 개별적인 습관 발달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계발

을 도모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프로그램 진행에

서도 자기이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의 구성요소들의 활

동이 지속적으로 생활습관이 되도록 1-2주 실천과제로 제

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계발 프로그램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주제와 관련된 활동으로 성

품계발에서는 버츄카드 이용활동을, 대인관계에서는 비폭

력대화의 대화모델(Marshall, 2003/2004)을 활용하였다. 

2) 프로그램 목적

대학생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대학생활에서 겪

게 되는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애성장 및 발

달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구성과 관

련된 활동과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삶

에 대한 비전을 갖고,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

표를 세우며,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습관을 습

득하여 대학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합리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이 후의 삶에서도 지

속적으로 정신적인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이다.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세부적 목표는 자기이해와 자기

개방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 가능성인 삶에 대한 주도성, 
책임감, 통제성을 성품으로 이끌어내어 대학생활에 대한 

비전을 품고 적극적 의지와 성실한 태도, 그리고 승-승의 

대인관계 생활기술로 주위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개인 삶의 효과성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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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Contents  Activity

1 Orientation of self-development program
·introducing program
·introducing team activity
·interview on self-development program

2
Self-development 
-Habits
-Character

·5 good habits and bad habits
·results of 5 good habits and bad habits
·virtues cards: reminders of the gifts of character  (Task)

3 Practice & Habits ·self-development through physical, social, mental,    spiritual  
habits (Task)

4 Self-direction ·principle- centered life
·stop/think/choose Activity(Task)
·focusing on life in circle of influence 

5 Self-understanding ·personal mission statement 
·family  mission statement(Task)

6 Vision and Life goal ·map of vision(Task)
·short term planning life(Task)

 7 Goal-management ·life goal and time management(Task)
·time management matrix 
·writing Planner: weekly (Task)

 8 Relationship- Skill
-Relationships with others

·think Win-Win
·the emotional bank account  (Task )

 9 Relationship- Skill
-communication skill(speech)

·nonviolent communication -speech  
 (observation-feeling-need-request)

10 Relationship- Skill
-communication skill(listening)

·nonviolent communication -listening 
(observation-feeling-need-request)

11 Relationship- Skill
-synergize in life

·compromise
·creative cooperation in campus and home(Task)

12 Evaluation of self-development program ·interview of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in  life
·presentation of portfolio

<Table 1> Contents and activity for the self- development  program

3) 프로그램 진행 방법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진행자는 “성공하는 사람

들의 7가지 습관” FT인증자이며 코칭전문가인 본 연구자

가 직접 진행을 하였다. 12회기의 매주 실시하는 장기 프

로그램으로 1회기는 150분으로 진행하였고, 일주일에 한 

회기씩 실시하였다.  매회기의 각 활동은 목표달성에 도

움을 줄 수 있으며 일상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생활습관들

을 각 회기 150분 안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지와 

실천방법을 4인으로 구성된 집단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게 

한 후 다음 회기 실시 전까지 1-2주일 실천과제로 일상에

서 연습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다음 회기 시작 시에는 도

입부분에서 전 회기 실천과제에 대한 소감나누기를 집단 

활동 내에서 30분 정도 실시 한 후 이어서 본회기 내용의 

활동으로 들어간다.

집단 활동은 지식교육이 아닌 태도가 목적인 경우에 팀 

활동 참가자들 상호작용 안에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들의 팀내 상호작용을 적

극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집단 활동은 4명씩 소집단으

로 구성하여 주제별 활동에 대한 그룹토의와 경험발표 등

을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은 매

회기 새로 바뀌도록 진행하였다. 본 연구 실험실시전에 

관찰된 교양교과목 수강 시 학생들의 자리선택은 대체로 

친밀한 관계인 같은 학과 구성원 끼리 앉는 성향은 본 프

로그램에서 주제별 자기이해와 자기개방 활동을 통한 자

기계발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12
회기 프로그램 실시동안 매회기 팀 구성원이 바뀌도록 지

정하는 좌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4) 프로그램의 주제와 실천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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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본 연구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1984)
이 제작하고 Yang(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67문항의 자기보고형 Likert 9
점 척도이며, 4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선택적인 26번과 33번 문항은 제외하고 65문항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적응점수는 문항에 따라 그대로 

혹은 역산하도록 하였고, 4개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총 대학생활 적응 점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적응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이다.  하위차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학업적 적응차원은 대학생들의 대학 

내의 학업에 관련된 적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사회적 적응 차원은 대학생들이 대

인관계나 과외활동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정서적 적응 차원은 대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불편에 관한 것

을 측정하는 것으로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대
학 환경적 적응차원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만족도, 그리고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Yang(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척도가 .90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각 영역별 

Cronbach`α는 .80-.84 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 & Lazarus(1984)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The way of coping checklist)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하

여 선택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Yang(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먼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개념화하였고 다시 적극적 대처는 문제중

심, 사회적 지지 추구로,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 정서

적 대처의 문항들로 발췌한 6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된 24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법 이용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Cronbach`α가 .87-.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스

트레스 대처 척도 Cronbach`α는 .61-.77로 나타났다.

3) 실험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프로

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만 12주간의 12회기 자기계

발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스트레스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4.0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검사 결과를 t-test 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

라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집

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

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사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본 프로그램

을 실시하기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

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

로 알아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대학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서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계발 프로그램 이전의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이 대학생활 적응의 모든 4개 하위영역에

서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모든 4개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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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test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S t u d e n t s 
Adaptation to 
College Life

Subfactor Group(=50) M SD t

Schoolwork
Experimental  5.09 .585

.366
Control  5.13 .548

Society
Experimental  5.04 .629

1.460
Control  5.18 .694

Personal-
Emotional

Experimental  4.50 1.039
-1.354

Control  4.74 .942

Environmental
Experimental  4.58 .554

-1.050
Control  4.64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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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Pre-test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Stress Coping Methods

Factor Method Group(N=50) M SD t

A c t i v e 
S t r e s s 
C oping

Problem
Solving

Experimental  3.09 .798
2.129

Control  3.37 .671

Social Support 
Searching

Experimental  2.95 .775
2.092

Control  3.27 .767

N o n - 
A c t i v e 
S t r e s s 
C oping

E m otional
Experimental  2.68 .613

-2.740
Control  2.58 .525

 Hoping
Experimental  3.58 .682

.694
Control  3.70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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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분석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각 

대학생활 적응의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

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업적 적응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5.09에서 5. 3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통
제집단은 5.13에서 5.09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5.04에서 5.5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5.22에서 5.00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 적응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4.50에서 5.7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고, 통제집단은 4.74에서 5.05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환경 적응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4.58에서 

4.87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4.64에

서 4.61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학생활 적응 점수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를 통계적 유의도로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면 <Table 5>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 4개 하위영역 중 학

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3개 영역에서

는 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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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test o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 t u d e n t s 
Adaptation to 
College

Subfactor Group Test M SD t

Schoolwork

Experimental
Before 5.09 .585

-2.101*

After 5.32 .565

Control
Before 5.13 .548

.811
After 5.09 .619

Society

Experimental
Before 5.04 .629

-.3858***

After 5.51 .621

Control
Before 5.22 .694

1.457
After 5.00 .807

Personal-
Emotional

Experimental
Before  4.50 1.039

-6.358***

After  5.77 .888

Control
Before  4.74 1.106

-1.505
After  5.05 1.059

Environmental

Experimental
Before  4.58 .942

1.597
After  4.87 1.011

Control
Before   4.64 .913

.199
After  4.61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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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ANKOVA o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ubfactor    Variance SS df MS F

Schoolwork

Covarite(pre-test) .152 1 .152 .431

Experimental• 
Control Group 1.976 1 1.976 5.587*

Error 34.301 97 .354

Society

Covarite(pre-test) .011 1 .011 .021

Experimental• 
Control Group 6.174 1 6.174 11.773**

Error 50.868 97 .524

Personal-
Emotional

Covarite(pre-test) .189 1 .189 .195

Experimental• 
Control Group 12.733 1 12.733 13.149***

Error 93.938 97 .968

Environmental

Covarite(pre-test) .009 1 .009 .012

Experimental• 
Control Group .019 1 .019 .025

Error 74.460 97 74.460

<Table 6>t-test on  Stress coping method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actor Sub-factor Group(N=50) Test M SD t

A c t i v e 
S t r e s s 
C oping

Problem
Solving

Experimental
Before 3.09 .798

-3.243***

After 3.58 .753

Control
Before 3.37 .671

.275
After 3.34 .633

S o c i a l 
S u p p o r t 
Searching

Experimental
Before 2.95 .775

-5.625***

After 3.67 .612

Control
Before 3.27 .767

.-.006
After 3.28 .589

N o n - 
A c t i v e 
S t r e s s 
C oping

E m otional 

Experimental
Before 2.90 .626

 -2.187*

After 3.13 .592

Control
Before 2.58 .525

-1.768
After 2.77 .539

Hoping

Experimental
Before 3.58 .682

.267
After 3.61 .616

Control
Before 3.70 .686

1.045
After 3.58 .5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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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COVA on  Stress coping method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actor Sub-factor  Variance SS df MS F

A c t i v e 
S t r e s s 
C oping

Problem
Solving

Covarite(pre-test) .283 1 .283 .582

E x p e r i m e n t a l • 
Control group

1.691 1 1.691 3.476*

Error 47.147 97 .486

Social Support 
Searching

Covarite(pre-test) 1.459 1 1.459 4.175

Experimental• 
Control group

4.699 1 4.699 13.446***

Error 33.898 97 .349

N o n - 
A c t i v e 
S t r e s s 
C oping

E m otional 

Covarite(pre-test) .632 1 .632 1.989

Experimental• 
Control group

2.377 1 2.377 7.482**

Error 30.817 97 .318

Hoping

Covarite(pre-test) .820 1 .820 2.024

Experimental• 
Control group

.003 1 .003 .007

Error 39.297 97 .405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학생들 보다 자기계발 활동을 통하

여 대학생활 적응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환경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3.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대처방

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

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문제해결 대처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3.09에서 3.5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고, 통제집단은 3.37에서 3.34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지지추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2.95에서 

3.6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3.27에서 

3.28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대처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2.90에서 3.13으로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2.58에서 2.77로 다소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소망적 대처방식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

은 3.58에서 3.61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집

단은 3.70에서 3.58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변화에 대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를 통계적 유의도로 검증하기 위

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한 결과를 제

시하면 <Table 7>와 같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4개 하위

영역 중 적극적 대처인 문제해결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

구 대처 그리고 소극적 대처인 정서적 대처방식 영역에서

만 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계발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은 통제집단 학생들보다 자기계발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

스 대처 방식에 의미있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소극적 대처인 소망적 대처방식 영역에서만 프로그

램 실시 전· 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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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교양과정에서 한 학기 교과과정으로 실시한 후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대학생

활 적응에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에서 대학생활 적응 4개 하위영역 중 대

학 환경적 영역 적응을 제외한 3개의 학업적, 사회적, 개
인-정서적 적응에서 사후에 적응점수가 향상되었고 이러

한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본 연구의 대학생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

하여 대학시기에 경험하는 많은 변화요구에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프로그

램의 주요 구성요소인 자기이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가 

상호 연계적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보며, 개인별 잠재 가

능성을 이끌어 내는 코칭적 접근과 활발한 집단활동 진행

방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특히 대학생

들에게 자기이해를 통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젼과 목

표를 세우는 활동이,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 활동이 학업적, 사회적, 개인-사회적 영역에서의 

적응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대인관계 측면에

서 비폭력대화 모델의 의사소통 연습이 대인관계의 적응

에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본 자기계발 프로

그램의 주요 구성요소인 자기이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

가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등에 영향을 미쳤다

는 선행연구(Park, 2010)의 결과로 추측해 볼 때 자기이

해, 자기주도성, 대인관계 측면의 계발은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자아정체감을 향상 효과로 대학생활의 학업적, 사
회적, 개인-정서적 적응에 효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단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만

족도를 측정하는 대학 환경적 영역에서 사전 사후의 변화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본 연구대상 대학생들 

자신이 다니는 지방 대학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평가의 변화까지를 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과정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후의 프로그램 진행에서는 자신의 이해를 통한 내부 잠재

력 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근접환경인 자

신의 대학환경 자원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주제의 활동에 대한 추가 진행을 통

해 그 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스트레

스 대처방식에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대처 하위영역에서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사회지지 추

구 대처방식 모두에서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향상 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소극적 대처 하위영역에서는 감정적 

대처에서는 긍정적인 발달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나

타났고, 소망적 대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효과는 본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자기이해, 자기주

도성, 대인관계 구성요소 중 특히, 자기 주도성이 스트레

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자기 주도성 

개념이 어떤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하며, 이러한 선

택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기도 하며, 책임부담을 인지하고, 
그 부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높

이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자기이해의 구성

요소는 자신이 갖게 되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신과 환

경 간의 갈등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방향

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인 자신을 

환경에 내 맡기는 것 보다는 환경을 자신을 위해 최대화

하고 이용하려는 자기주도성이 큰 집단, 즉 자신을 유능

하고 스트레스 원인을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집단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한다는 선행연구

(Yang, 2004)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본 연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스트

레스 방식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은 거리를 두고 바람직

한 상황을 생각한다, 기도한다, 바란다, 상상한다와 같은 

소망적 대처방식에서 변화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는 점은 이후의 연구에서 자기이해, 자기 주도성, 대

인관계가 스트레스 대처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결론으로 대학생의 교양과정 교과목으로 진행할 수 있

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자기이해, 자기 주도성, 대인관계

를 구성요소로, 그리고 코칭 및  집단활동 형식으로 진행

하였을 때 대학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긍정적 

변화로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급변하는 사회에

서 성공적인 적응과 자신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

는 자기변화의 생활기술 습득을 요구받고 있는 현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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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생들을 위한 자기계발 학습의 기회로서 교양과정

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다. 그리고 자기계발 프로그램 주요 개념들인 자기이해, 
자기 주도성, 대인관계를 통하여 대학생의 적응 과정과 

스트레스대처 방식 선택의 과정을 탐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적응문제와 심각한 스트레스로 

좌절하고 우울한 대학생을 도울 수 있는 기초연구로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향후 제언점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대학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

기계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녕으로 

측정하고 이들 변인이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대처 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관계를 검증해 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자기계발의 효과는 장기적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차원의 자기주도

적 학습의 실천적 방법 및 도구의 개발에 대한 연구도 요

구된다.

주제어: 대학생의 자기계발프로그램,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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