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마음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지속적 참여의도와의 관계

백현기*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elf-respect & Ceaseless 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in Mind Growth Program

Hyeon-Gi Baek
*

요  약  본 연구는 마음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지속적 참여의도의 인
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마음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88명의 
자료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경로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공변량 분해를 통하여 가설검증을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음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효능감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을 통한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속적 참여의도가 높아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통해서 보면 학생들에게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학업중단, 비행, 폭력, 자살 등의 사례
가 현실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의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마음성장 프로그램,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지속적 참여의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ity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elf-respect and 
ceaseless 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who joined mind growth program. Based on the outcome of 
previous studies,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of this article was designed, and subjects of authentic analysis 
were 88 college students in mind growth program. The conclusion of this survey thru fitness levels of path 
model and analysis of covariance with hypothesis verification is as follows. The higher participation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who joined mind growth program is, the higher self-efficacy and self-respect are getting. The 
higher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thru self-respect are, the higher ceaseless participation intention 
is getting.

Key Words : Mind Growth Program,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elf-respect, ceaseless participatio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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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발달하는 

동안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성격을 형성해 

나가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신의 존재에 해 평가

인 견해를 갖게 된다. 즉, 자신이 가족 계 속에 속함과 

동시에 한 사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래집단에서 자신의 사회  역을 넓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인식과 자기 이해가 높아지고,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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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감이 생겨서 더 높은 인식 수즌을 지속시키는 개

인 인 기술과 자아존 감의 향상을 이끈다[2].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가면서 타

인과의 계에서는 독립 이지만 상호존 의 계를 이

끌어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게 되며 

따라서 자아존 감도 높을 가능성이 많다[5]. 낮은 자아

분화는 가아(假我)를 발 시키며, 동질화압력이 강하여 

정체성이 약하고 타인에 한 의존성이 높아 감정의 힘

이나 타인의 압력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8].

학입시 주의 교육정책으로 수동  생활에 익숙해

져 있는 학생들은 학에 입학한 후 주어진 자율성과 그

에 따른 책임을 제 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활에서 오는 자율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 스가 쌓일수 있으

며, ·고등학교 때와 다른 내용의 수업방식과 새로운 지

식 습득으로 인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13]. 집을 떠나 타

지에서 생활화는 학생들은 가족의 지지가 어짐으로

써 오는 학생활 응의 어려움을 경험 할 수 있다.

이 듯 학생 시기는 반 으로 다양한 변화를 맞

이하는 시기이며,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 가기 한 요

한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마

음성장 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을 보다 실 으로 이해하며 수용함으로써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

단에 잘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

는가 하는 것은 심리 인 기능면에서 요하다. 자신의 

역량에 한 평가는 학자에 따라 자아존 감(self- 

esteem),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효능감(self- 

efficency), 자기지각(self-perception)등의 용어로 연구되

어왔다[8].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역량에 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해 자아효능감과 자아존 감을 

활용하 다.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신념으로 정의

한다. 다시 말해 자아 효능감은 주어진 목표달성에 필요

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한 개인의 

신념만이 아니라 구체 이고 실제 인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7]. 그리고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있

는 한 개인으로써 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의미있

고, 성공 이며, 능력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6]. 

[22]는 자아존 감을 자아에 한 정, 부정 인 태도로

서 정의하 으며, 자아존 감이 삶의 만족도와 한 

계가 있다고 하 다.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

하고, 안정 이며, 애정이 있고, 에 지가 많으며, 민감하

고도 조용하고 정신이 렷하며, 목표가 뚜렷하고, 억압

하지 않으며 순발력이 있다. 반면에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불행하고 분노를 

느끼며, 을 느끼고. 고달 며, 짜증나고, 조직 이지 

못하며, 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악하다고 생각하여 스스

로를 학 하며 열등감을 가진다. 그러므로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응력이 높고, 자기 자신에 해 정 이

어서 학교, 가정, 사회, 개인 문제 등에 해 원만히 응

한다. 학생은 고등학교 시 에서 학생활로의 변화로 

인해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생   사회  가치 을 확

립하는 변환기 시 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

생은 성숙된 인격체로서 학교, 사회  가정에서 원만한 

응을 하여야 하며, 자아존 감을 높여서 인 계를 

향상시키고, 졸업 후 사회생활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지속  

참여의도의 인과간계를 알아보는 데 있다. 마음은 본디 

청정함의 상태이며, 비어있는 순수한 상태이다. 몸이 태

어날 때는 개인의 마음은 몸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놓

여 있었다. 마음이 아직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감각의 상

태, 의식이 생겨나는 상태라 하겠다[16].  

본 연구에서는 마음을 성장시키기 하여 마음이해

(self-understanding), 마음수용(self-acceptance), 마음

개방(self-disclosure)등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을 하 다. 

이를 통해 마음에 쌓인 부정 인 생각을 정 인 에

지로 바꾸고, 상 방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 형성 등 

자아존 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마음성장 로

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자아존 감이 향

상된다면 학교 인성교육의 한 방편으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평소에 이 로그램으로 마음의 안

정을 찾고 자아효능감과 자아존 감을 조  할 수 있다

면 건강한 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정체감 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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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학생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원수(%)

성별
남 43(48.8)

여 45(51.2)

연령 평균(표 편차) 23.87(1.97)

학년

1학년 14(15.0)

2학년 38(45.0)

3학년 27(31.3)

4학년 9(8.7)

상담에도 이 로그램이 도입되면 학생 문제에 있어 

방 차원의 극 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주체

인 자기상담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가설 및 모형 설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마음성장 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의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변인으로 설정한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의 계를 선행연구의 결과를 심으로 탐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

는 지속  참여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

는 자아존 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자아존

감은 참여동기가 지속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

과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 :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는 

자아효능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자아효능감

은 지속  참여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자아효능

감은 자아존 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자아존

감은 자아효능감이 지속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가설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연

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이론적 연구모형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라북도에 소재한 J 학교의 교양수업에 참여한 88

명을 실험참여집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주 1회 50분씩 총 

7주간 마음성장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수강신청 당시 

수업이 주 1회 집단 상담의 형태로 진행될 정이라는 공

지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수업진행에 동의하는 참가자

에 한하여 수강등록을 하 다.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참여집단은 총 88명, 평균나이 23.87세, 표 편차 1.97세

으며 남자 43명, 여자 45명이 최  실험에 참가하 다. 

학년별 분포는 2학년 38명(45%), 3학년 27명(31.3%), 1학

년 14명(15%), 4학년 9명(8.7%)순으로 나타났다.

2.2 프로그램 구성   

본 로그램은 7회기로 구성 되었으며, 한 회기당 50

분으로 진행되었다. 로그램은 도입기, 마음이해, 마음

수용, 마음개방의 순서로 진행하 으며 도입기에는「오

리엔테이션」과「신뢰감형성」을 주제로 삼았고, 마음이

해에는「마음은 무엇인가」와「마음각성」을 주제로 삼았

다. 마음수용에는「마음과 나」와「마음 경험」을 주제로 

삼았고, 마음개방에서는「마음의 이미지」와「마음의 희

망과 꿈」을 주제로 삼고 진행 하 다. 그리고 로그램 

구성은 <표 2>와 같다.

마음의 사  의미로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

나 품성’,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 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 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

간이나 치’,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

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르킨

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7]. 참마음의 사  의미는 거

짓 없는 진실한 마음 는 본래부터 변함없이 그 로 가

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마음은 우리가 “안다”, “생각한다”, “느낀다”, “바란다”

등과 같은 언어로 표 되는 마음상태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24], 이러한 마음상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된다. 를 들어,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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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데 우연히 친구가 옷가게에 진열되어있는 옷에서 

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그 

옷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고 이러한 

추론을 통해 친구가 좋아하는 생일 선물을 비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보

다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마음성장은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수용

하며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알고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음성장과정에 있는 사람은 

보다 자유롭고 창조 이며, 자각력과 통찰력이 있고, 신

뢰할 수 있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음성장 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청소년뿐

만 아니라 그 지 않은 청소년에게도 효과를 주기 때문

에 리 활용되고 있다. 마음성장 로그램의 구성은 마

음이해(self-understanding), 마음수용(self-acceptance), 

마음개방(self-disclosure)등을 기본으로 한다. 마음이해

는 성숙된 인간이 되기 해서 있는 그 로의 자기, 즉 

자신의 마음에 한 것, 인 계의 질과 양, 가치   

이와 련된 자신의 행동 등을 실 으로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다. 자기의 됨됨이에서 정 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부정 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측면들에 해서 어

떻게 처하고 있는지, 그 방어 기제들 이면에 있는 불안, 

공포, 열등감, 죄책감, 증오심 등이 마음성장에 어떻게 방

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가족의 됨됨이가 자기 됨

됨이에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

수용은 자기의 느낌, 생각,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  

상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그 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특

히 마음이해를 통해 발견한 자기의 부정  측면들, 그 때

문에 사용하게 된 방어 기제들,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

진 열등감, 불안, 공포, 죄책감, 증오심 등을 자기의 소유

로 인정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자기 됨됨이에 결정 인 

향을 미친 자기 가족의 됨됨이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수용이 마음성장의 석이 된다. 한 마

음개방은 자기 자신을 다름 사람에게 있는 그 로 내보

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마음성장 로그램은 마음이미

지와 마음의 희망과 꿈을 통하여 타인에 한 공감을 형

성하고 원들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자

기의 부정  측면들을 자기 소유로 인정하고 행동을 통

해 공개하게 되면, 그것들은 이미 자기의 부정  측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 부여로 정  측면으로

의 변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모를 포한한 가

족을 사랑 할 수 있게 된다.

2.3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조사도구는 설문지

이며, 사용된 변수의 조작  정의와 조사도구의 구성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인 마음성장 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는 내 , 외 동기를 모

두 포함하는 통합된 개념의 참여동기로 규정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한 조사도구는 [14], [10]가 사용한 

도구를 토 로 연구 목 에 맞게 재구성한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효능감 척도는 비교  안정성 있는 개인의 일반

 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4], [15]이 개발한 척도와 

[11]이 수도권 소재 고생과 학생을 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일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검사

지는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

지 하  요인에 걸쳐 각 요인별로 12문항, 7문항, 5문항 

등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 감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21]가 개발안 검사를 [12]가 

번안한 것으로, 정  자아존 감 5문항과 부정  자아

존 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속  참여의도는 제 마음성장 로그램에 

지속 으로 참여할 가능성과 의지로서 극성, 정규성, 지

속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 , 특성을 제외한 

마음성장 로그램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그리

고 지속  참여의도는 리커트식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정말 그 다” -5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고 구성 타당성으로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인지구조의 단순화를 하여 직각

회 방식 에 하나인 베리멕스 방법을 이용하 으며, 

요인추출은 고유치가 1.0 이상과 총 분산비 60% 이상, 공

통성과 요인부하량은 0.5 이상은 변인을 기 으로 하

다. 그 결과 참여동기는 5개 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비가 약 77%로 나타났고 자아효능감은 요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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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로그램 내용

역 회기 주제 목표  내용 비물

도입 1
오리엔테이션 

신뢰감 형성

· 체 로그램에 한 규칙을 알고, 자신을 집단원에 소개함으로서 

구성원을 이해하고 친 감을 형성한다.
설문지

마음이해

2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을 그림으로 표 해 본다.

·마음을 과학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본다.

3 마음각성

·자기가 생각하는 정  혹은 부정 인 마음의 깨달음을

 표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이해한다.

·자기 자신에 한 마음을 깨닫게 된다.

마음수용

4 마음과 나
·마음의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을 악함으로써, 계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받아드린다.

5 마음경험

·자신이 경험했던 요한 사건들을 통해 정 인 마음을

 발견한다.

·과거 속에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고 자기 마음을 받아들인다.

마음개방

6 마음의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 이미지를 그린 후 다른 사람에게       

표 함으로써 자기 마음표 을 향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으로써 이해를 높인다.

7 마음의 희망과 꿈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건설 인 미래를 계획한다.

·자기 마음의 희망과 꿈을 함께 나 고 극 인 삶을 산다.
설문지

값이 모두 0.5를 상회하고 있었지만 공통성에서 기  이

하인 변수를 제거하고 최종 14문항으로 재실시 한 결과 

3개 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분산비는 약 65%로 나

타났다. 그리고 자아존 감의 총 분산비는 약 71%, 지속

 참여의도는 약 73%로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검증결과 참여

동기는 .898, 자아효능감은 .867, 자아존 감은 .864, 지속

 참여의도는 .810으로 나타나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확

보하 다. 

2.4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체 하 요인들의 종합척도를 이용한 측정변

인의 상 분석 행렬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의 하 요인들을 묶어 보다 넓은 하나의 측변인으

로 설정한 각 변인들의 상 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마

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와 자아효

능감, 자아존 감 그리고 지속  참여의도는 모든 변인 

간에 제 1종 오류확률 =.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구성개념들의 

계가 정(+)의 상 계(r=.287 ～ 

.497)를 형성하여 변수들 간의 계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자료분석

회수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Analysis 

Moment of Structure) 16.0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p<.05에서 분석하 다. 자료분석을 해 사용한 통계

기법은 빈도분석,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Cronbach’s ), 종합척도를 이용한 상 계수 그리고 경

로모형 분석  경로계수를 이용한 공병량 분해를 통해 

가설검증을 수행하 다.

3. 연구결과

3.1 모형분석

연구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합도가 

의 유의수 을 제외한 GFI, RMR, NFI, CFI, RMSEA 등

의 합도 평가기 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합도 지수가 =0(df=0), 

GFI=1.0, NFI=1.0, CFI=1.0, RMSEA=.000 으로 나타난 

본 연구모형이 포화모형임을 말해 다. 포화모형은 미지

수의 수가 방정식의 수와 같은 경우, 즉 자유도가 0일 때 

발생한다.

[1]에 의하면, 포화모형은 모형의 이론  타당성을 주

장하기 어렵고 간명도가 결여되는 약 이 있으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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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 분석

요인 평균 표 편차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자존 감
지속  

참여의도

참여동기 3.65 .53 1

자아효능감 3.64 .61 .491 1

자아존 감 4.01 .68 .493 .486 1

지속  

참여의도
3.96 .64 .323 .287 .497 1

**p<.01

의 합성에 한 통계  검정이 불가능하여 일반 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 고 이러한 포화모형을 수정하려

면 모형의 미지수의 수를 여 간명성을 높이면 통계  

검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포화모형을 수

정하기 해 미지수를 여서 다시 검증하 다.

<표 4>는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한 비표 화 된 회

귀계수 결과이다. 경로1~경로4는 모두 C.R.=1.96을 상회

하여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로5와 경

로6은 각각 C.R.<1.96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비표준화 계수
요인 Estimate S.E C.R. P

경로1 .462 .052 8.885 .000

경로2 .379 .072 5.264 .000

경로3 .427 .062 6.887 .000

경로4 .576 .063 9.143 .000

경로5 .112 .071 1.577 .127

경로6 .034 .065 0.523 .897

경로 1: 참여동기→자아존 감. 경로 2: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경로 3: 자아존 감→참여지속. 경로 4: 참여

동기→자아효능감. 경로 5: 참여동기→참여지속. 경로 6:

자아효능감→참여지속.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연구모형의 경로5(참여동기→참여지속)와 경로 6(자아효

능감→참여지속)을 제거한 수정한 모형을 ‘제안모형’으로 

명명하고 이를 분석하 다.

제안모형의 합도 검증결과 =3.361(df=2), p=.186, 

GFI=.996, NFI=.990 CFI=.996, RMSEA=.043으로 나타났

으며, GFI, RMR, CFI는 .90 이상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합성이 좋고 RMSEA는 .05이하로 0에 가까울수록 바람

직하다는 [1]와 GFI, RMR, CFI는 .90이상, RMSEA는 .08

이하일 때,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는 [3]가 제시한 평가기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가설검증 

제안모형이 합하다는 단 하에 제안모형의 경로계

수를 이용한 공변량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정한 결과

는 <표 5>와 <표 6>과 같다.

직 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증감에 향을 미

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경로1의 경우 참여동기가 자아존

감에 .341의 직 효과를 주고, 자아효능감을 통해 .156

의 간 효과를 주고 있어 .497의 체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2는 자아효능감이 자아존 감에 

.321의 직 효과와 .134의 의사효과를 주고 있어 .455의 

체효과를 주고 있다. 경로 3은 자아존 감이 지속  참

여의도에 .492의 직 효과를 주고 있으며, 경로4는 참여

동기가 지속  참여의도에 .489의 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참여동기→자아존 감), 

가설4(참여동기→자아효능감), 가설6(자아효능감→자아

존 감)은 채택되었다.

간 효과의 크기는 경로계수의 곱을 말하는데. 본 연

구결과에서는 경로1(참여동기→자아존 감)의 경우 경

로1의 직 효과와 경로4의 직 효과의 곱을 말하며, 경

로5는 (경로4 x 경로2 x 경로3)+(경로1 x 경로3), 경로6

은 경로2 x 경로3의 값을 말한다. 즉 경로는 마음성장

로그램 참여동기 자아효능감을 통해 자아존 감에 미치

는 간 효과는 .156이며, 경로5는 참여동기가 자아존 감

을 통해 지속  참여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가 .254, 경

로6은 자아효능감이 자아존 감을 통해 지속  참여의도

에 미치는 간 효과가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5와 

경로6은 제안모형에서 제거되어 가설1과 가설5는 기각되

었으나, 제안모형의 공변량 분해를 통한 체효과를 보



마음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지속적 참여의도와의 관계

65

<표 5> 제안모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한 공변량 분석
경로1

(X1→X3)

경로2

(X2→X3)

경로3

(X3→X4)

경로4

(X1→X2)

경로5

(X1→X4)

경로6

(X2→X4)

공변량 체효과 .497 .455 .492 .489 .254 .178

인과효과 .497 .321 .492 .489

직 효과 .341 .321 .492 .489

간 효과 .156 .254 .178

의사효과 .134

X1: 참여동기, X2: 자아효능감, X3: 자아존 감, X4:지속  참여의도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가설결과

가설1 참여동기 --> 지속  참여의도 기각

가설2 참여동기 --> 자아존 감 채택

가설3 참여동기 --> 자아존 감 --> 지속  참여의도 채택

가설4 참여동기 --> 자아효능감 채택

가설5 자아효능감 --> 지속  참여의도 기각

가설6 자아효능감 --> 자아존 감 채택

가설7 자아효능감 --> 자아존 감 --> 지속  참여의도 채택

면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은 지속  참여동기에 직 효

과는 없지만 자아존 감을 통한 체효과를 보면 참여동

기와 자아효능감은 지속  참여동기에 직 효과는 없지

만 자아존 감을 통한 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 감은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이 지속  참여의

도에 미치는 효과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과 가설7은 채택되었다. 

의 [그림 2]에서 제시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마음

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지속  참여의도의 인과 계에 따른 가설

지지여부는 아래 <표 6>과 같다.

[그림 2] 제안모형의 경로분석

결국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지속  참

여의도에 한 향력은 자아존 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 감은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아존 감은 요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신

뢰, 돌 을 보장받을 때 강화되는데, 자아존 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생활 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 자아존 감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

생들보다 음주를 많이 하 고, 성 계도 복잡하다고 보

고되었다[19]. 그 외에도 자아존 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감정과 욕구표 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조 력이 떨어

지므로 많은 심리  갈등이 야기되고 삶의 만족도도 낮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학생들을 한 마음성장 로그램이 상자들의 마

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아존 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자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단구성원 개개인이 과거

와 재의 자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한 성찰

의계기가 되어 미래에 한 정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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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마음성장 로그램은 마음을 탐색하는 것으로， 즉 자

기 마음을 보다 실 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로 용납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나아가 마음을 있는 그 로 

개방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름으로써 서숙한 인간

이 되도록 도우는 로그램이다. 학생활은 자신에 

한 정체성과 인생   가치 을 정립하는 시기이며, 

인 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귀 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기에 한 정 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한 마음

성장 로그램은 자신에 한 자아효능감과 자아존 감

을 향상시켜 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

동기, 자아효능감, 자아존 감  지속  참여의도의 인

과 계를 규명하기 해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88명의 자료를 실제분석에 사용하 으며, 경로모형

의 합도와 경로계수의 공변량 분해를 통하여 가설검증

을 도출하 다.

그 결과, 기각된 가설은 가설 1과 가설 5로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동기는 지속  참여의도

에 정(+)의 향을 미치지 않고,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의 자아효능감도 지속  참여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가

설은 채택이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마음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의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과 자아존 감이 높

아지고,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아지며, 

자아존 감을 통한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속  참여의도가 높아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통해서 보면 학생들에게 낮은 자아존

감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학업 단, 비행, 폭력, 자살 등

의 사례가 실 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

해 볼 때 자아존 감 향상을 한 인성교육의 안이 

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정의 마음이다. 자기 심 으로 

만든 마음이다. 인간마음은 부정 이라 일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맞다고 하는 것이다.

지 의 교육은 세상살이를 잘할 수 있는 잘살 수 있는 

안의 교육만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세상살이 교육이다. 

인간이 근본을 알고 근본심으로 살고 모두가 하나가 되

고 나라와 세상의 고마움을 알고 살고 마음이 한날한시

같이 변하지 않는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잘 

사는 삶 살려면, 모두가 본성회복인 자기의 본성을 찾아 

살면 마음이 하나이고 남을 해 사니 이것이 인교육

이다[9].

마음성장 로그램에서는 솔선수범하라, 남을 배려하

고 사랑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마라 등의 말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 까지 살아오면서 장된 

기억된 생각인 가짜마음, 사람마음 는 자기 마음을 마

음각성 방법을 통해 지우고 버려서 본래의 마음인 참마

음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한 서로를 신뢰하고 정

이며 남을 해 살아갈 수 있는 우주심과 본성 회복의 가

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과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해 연구

상자를 일반 학생들로 한정하 기 때문에 결과에 

한 일반화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연구 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결과를 기 로 한 가설설정에도 불

구하고 경로5(참여동기→지속  참여의도)와 경로6(자아

효능감→지속  참여의도)이 기각된 이유는 다양하고 참

여동기와 자아효능감의 요인별 분석이 아닌 통합된 개념

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논의 된 바 후속 연구에

서 단일 종목 혹은 공통분모를 지닌 참여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의 각각의 요인에 한 

선행연구와 인과 계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미 있는 결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경로분석에 따른 분석은 많은 자료를 몇 가지로 

축소함으로서 나타나는 단 인 세부 인 사항까지도 분

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이를 보완하는 계속 인 연

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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