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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자기성장 로그램이 여 생의 자아존 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 자기성장 로그램은 여 생의 체 자아존 감 역가운데서 

일반  자아존 감과 학업  자아존 감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 한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

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모든 역에서 정 인 

효과를 보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 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

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학 신입생들이 자신을 존 하며 타인을 존

할  알고, 자신의 진로에 한 구체 인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해서는 더욱더 다양한 자기성장 로그램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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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at effect self-growth programs has on self-estee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 self-growth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 of general and 

academic self-esteem. The self-growth programs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areas including 

selection of goals, information on job, problem-shooting and future plans out of the area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elf-growth programs had significant effect on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help college students respect themselves and others, set their 

own plans on their future jobs and be responsible for their future, more intensive and useful 

research on self-growth program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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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기성장은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개

방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알고 자신을 새롭게 탄생

시킬 수 있는 것이다. Rogers[1]는 자기성장을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러

한 자기성장에 있는 사람은 보다 자유롭고 창조 이며, 

지각력과 통찰력이 있고 신뢰로우며, 보다 풍요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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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자기성장을 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건강

하게 표 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신체 인 

조건, 능력, 생각, 감정, 태도, 가치   이와 련된 자

신의 행동 등을 실 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기이

해 능력, 자신의 처지를 실로 인정하고 이러한 실

에 직면하는 자기수용능력, 자신을 있는 그 로 솔직하

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자기개방능력 등이 요

구된다[2]. 집단상담의 한 형태를 가진 자기성장 로그

램은 집단원과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다 실 으

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개방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자기탐색 로그램이다[3]. 

자기성장 로그램의 구성은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개방(self-disclosure) 

등을 기본으로 한다. 자기이해는 성숙된 인간이 되기 

해서 있는 그 로의 자기, 즉 자신의 심신에 한 것, 

인 계의 질과 양, 가치   이와 련된 자신의 행

동 등을 실 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수

용은 자기의 느낌, 생각,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  상

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그 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한 자기개방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로 내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성장 로그램은 

자기탐색과 자기개방을 통하여 타인에 한 공감을 형

성하고 집단원들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다. 김옥진[4]은 자기성장 로그램은 청

소년의 성장과 병리 방을 으로 하는 인본주의  

상담이론과 실  과제인 진로탐색을 연계한 내용으

로 구성하 는데, 의 자기성장의 개념은 생애 진

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 성을 주장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에서 더 나아가 직

업 세계의 이해, 직업을 통한 자기실 의 역을 포함

하여 자기성장을 돕기 해 새로운 구조로 고안하여 개

발하 다[5]. 

학입시 주의 교육정책으로 수동  생활에 익숙

해져 있는 학생들은 학에 입학한 후 주어진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제 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학생활에서 오는 자율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 스가 쌓일 

수 있으며, ·고등학교 때와 다른 내용의 수업방식과 

새로운 지식 습득으로 인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6]. 집

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가족의 지지가 

어짐으로써 오는 학생활 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듯 학생 시기는 반 으로 다양한 변

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며,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 가기 

한 요한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은 자기성장 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내재된 갈등을 해

결하고, 자신을 보다 실 으로 이해하며 수용함으로

써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 자신의  

진로결정과 련된 과제들을 성공 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기성장 로그램과 자아존 감과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부분 등학교 아동들에 한 자기성장 로

그램의 집단상담 경험이 아동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7-11]. 최근에 

와서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 감 향상에

도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12][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부모와 정 인 의사소통, 부모의 지지, 부모-자녀

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8].

최근에는 에니어그램[19], 독서치료[20], 생태체계

의 진로탐색 로그램[21]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

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성장 로그램을 통해 여 생의 

자아존 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심리 으로 건강한 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

신의 진로결정과 련된 과제들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여 생은 참여하

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존 감이 유의미한 수 으로 향

상되는가?

둘째, 자기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여 생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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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수

으로 향상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성장프로그램 
본질 으로 성장(growth)이란 바람직한 변화나 원하

는 방향으로의 개인 인 발 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는 어떤 사람이 좀 더 능률 이며 유능해지고 생산 이

며 창의 이고 지각력, 통찰력이 있고 이해력, 분별력과 

함께 신 성을 구비하게 되었을 때 성장 했다고 말한다

[22]. 이형득[23]은 인간이 되기 해서 자기 자신을 

실 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로의 자기로 용납하고 수

용하며 있는 그 로의 자기를 남에게 개방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터득하여야 한다고 하 고, 박성희[24]

는 이형득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과 더불어 상

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

는 바를 그 로 나타내는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

다고 보았다. 채경선[25]은 자신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자신에 해 더 이해하고 수용하고 개방함으로써 순간 

순간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

기 성장을 기하는 사람이라고 하 다. 이와같이 인간은 

구나 성장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찰을 통해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

아를 실 하고자 한다[26]. 

보통 자기성장 로그램의 구성은 자기이해(self- 

understanding),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개방

(self-disclosure)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외에 직업세계이

해, 직업을 통한 자기실 의 역을 더 포함하 다. 자

기 이해와 수용과 개방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기발견

을 기 로 하여 자기와 어울리는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

고 생에 진로를 설정해 나갈 수 있다.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요하고 힘든 결

정의 하나이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

람의 생활양식, 가치 , 태도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장 로그램을 자기이해와 

수용과 개방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발견을 기 로하여 

자기와 어울리는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생애 진로

를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활동이라

고 정의하 다. 이 로그램은 인간의 자아성장을 이론

화한 Rogers[1], Maslow[27] 등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들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McHolland[28]가 발

시킨 성장과정의 한 방법을 거틀로 사용하 다.  

2. 자아존중감
Coopersmith[29]는 자아존 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

에 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정 이거나 부

정 인 태도로 표 되며, 자신이 요하고, 유능하며, 

성공 이고 가치있다고 보는 정도라고 하 으며, 

Rosenberg[30]도 자아존 감을 자아에 한 정, 부정

인 태도로서 정의하 다. Branden[31]은 자아존 감

을 삶에 필수 인 것으로서 각 개인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이며,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 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에 한 믿음이라고 

설명하 다. Mckay 와 Fanning[32]은 자아존 감은 행

복을 하기 한 신체 , 정신  건강  정신건강

의 핵심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자아존 감을 자신에 하여 부정

이거나 는 정  평가로서 자기존경을 얼마나 하며, 

얼마만큼이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자

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 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Hackett과 Betz[33]가 진로

발달이론에 Bandura의 자아효능감 이론을 목시킨 것

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

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요

한 변인으로 포함시켜 진로선택과 응에 련되는 개

인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개념

화하 다. Mazurk과 Shoemaker[34]는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

지에 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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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주[35]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공이나 직

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 다.   

진로결정과 련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정보수집, 목

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

어, 진로결정 반에 걸친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할 수 

있게 되었다[36].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 하

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4. 자기성장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조명실[37]은 자기성장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

과 학생들의 체 인 자아존 감이 집단에 참여하

기 보다 참여하고 나서 훨씬 향상되었다고 하 다. 

특히 자신에 한 만족감, 자신에 한 장  인식, 자

신에 한 능력 인식, 자기 가치 인식, 자신에 한 정

인 태도 인식 등에서 자아존 감이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다. 권성혜[12]의 연구 결과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는

데, 이는 자기성장 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수

용하고 자신의 일반 인 생활에 해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 인 사고와 감

정을 보유함으로써 좀 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 다. 강희숙·이진헌[13]의 연구에

서도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 감과 자기

지각 향상에 효과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자기성장 로그램의 역인 자

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의 역에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을 통한 자기실  역을 추가하여 여 생의 자아

존 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검증하고자 

하 다. 

5. 자기성장프로그램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조성연·문미란[38]은 학생을 상으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증진시킬 목 으로 진로상담 로그램을 개

발하여 워크샵 형태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다. 

진로상담 워크샵을 받은 학생은 받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김옥진·이재창[5]의 연구에서도 자기성장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발견

역과 진로탐색의 역 모두에서 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의 자기발견과 진로탐색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고 있는 정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장 로그램을 

통해 직업세계의 이해를 돕기 해 취업한 선배들을 

청하여 특강을 듣고, 선배가 취업한 기 을 방문하여 

인텨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직업에 한 미래계획을 세

우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돕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와 같은 이론  배경에 따라 자기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아

존 감과 진로결정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자기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

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존 감이 유의미하게 향

상될 것이다. 

가설 2 자기성장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

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

하게 향상될 것이다. 

2. 프로그램 구성
본 로그램은 [표 1]과 같이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한 회기당 90분으로 진행되었다. 로그램은 도입기, 자

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직업세계이해, 직업을통한 

자기실 의 순서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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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회기 로그램 활동목표와 검사

자기
이해

1 오리엔테이션 집단원간의 친밀감과 참여 동기 확인, 목표
고취

2 핵심감정
체험

자기를 통제한다고 여겨지는 핵심 감정에 
대한 탐색,MMPI 검사

자기
수용

3 흥미와
적성발견

자신의 흥미와 적성 이해와 발견
적성검사, 자신에게 편지쓰기 

4 나 존중하기
이해된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나의 
장·단점발표, 내가 존중받았던 경험, 내가
남을 존중해 주었던 경험 발표, 흥미검사

자기
개방

5
착한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타인의 목표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발
견하기, SCT

6 나와 너의 관계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수용하기
욕구진단검사

직업
세계
이해

7 직업의 세계 직업의 세계에 대한 탐색
직업탐색검사

8 미래의 
유망직업

장래의 유망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 비디오
시청, 전문가특강

9 나의 적성과 
직업

내가 가진 적성과 직업을 연결해보기, 선배
특강, 직업흥미검사

직업
을통
한
자기
실현

10 직업 가치관 직업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가치관검사

11 나의 진로계획 내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래 이력서 
발표하기, 성격진단검사

12 평가 마무리 종합 및 평가, 소감 나누기 및 나의 다짐 발
표하기 

표 1. 자기성장프로그램

3.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사 -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

은 실험집단에게 자기성장 로그램을 용시킨 것이

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자아존 감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서 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사전-사후검사 실험 설계

집단 사 검사 로그램진행 사후검사

실험집단 O₁ 자기성장프로그램(x) O₂
통제집단 O₃ O₄  

실험집단: 자기성장프로그램실시, 통제집단: 프로그램실시하지 않음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2011년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1회씩 12회

기에 걸쳐 실시하 고, 한 회기마다 소요시간은 90분 

정도로 하 으며, 주 역시 K여자 학교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상자 선정은 본 로그램의 참여를 

수락한 1학년 신입생 학생 3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에 각각 15명씩 배치하 다.

5. 연구도구
1.1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 감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Coopersmith 

[27]가 제작한 자아존 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 SEI)를 신종순[39]이 번역한 것을 조혜미[40]가 사용

한 50문항을 사용하 다. 이 설문을 요인 분석 한 후 4

개의 하 요인(일반, 사회, 가정, 학교)으로 42문항을 채

택하 다. 이 척도는 5  척도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한 신뢰도(Cronbach α)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 검사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요인
구분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사 검사
(α)

사후검사
(α)

일반적 22
1,2,3,6,7,10,11,15,16,18,
19,20,24,25,26,30,31,32,

36,37,38,42
.89 .85

사회적 7 4,8,12,21,27,33,39 .84 .78
가정적 7 5,9,13,22,28,34,40 .72 .81
학교 6 14,17,23,29,35,41 .76 .78
합계 42

1.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 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도구는 Betz와 Voyten[41]이 구성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단축형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42]가 학생을 

상으로 번안한 것을 여 생을 상으로 하게 수정

한 것으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으로 

구성하 다. 4개 하 요인 별로 수가 산출되며 수

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음을 의미

한다. 이 척도에 한 신뢰도 값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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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존 감

집단
(N=15)

M SD t p

일반적 실험집단
통제집단

3.3364
3.1143

.5943

.4675 1.546 .152

사회적 실험집단
통제집단

3.4140
3.4256

.4540

.4665 -.647 .445

학교 실험집단
통제집단

3.9700
3.9543

.6097

.6011 .452 .695

가정적 실험집단
통제집단

3.8340
3.7605

.6144

.7213 .594 .557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요인구분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사
(α)

사후
(α)

목표선택 11 1,2,3,6,8,9,11,14,18,
20,22 .74 .82

직업정보 6 7,15,18,21,23,24 .68 .72
문제해결 3 13,17,25 .64 .66
미래계획 5 4,5,10,12,16 .76 .71
합계 25

    

6. 자료분석
자기성장 로그램을 통해 여 생의 자아존 감과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얼마만큼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

지를 검증하기 해 SPSS 18.0 for Windows 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 다.

1) 자기성장 로그램 실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자아존 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동질

성을 알아보기 해 자아존 감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척도의 사 결과를 독립표본 t 검증하

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유의성을 검증

하기 하여 자아존 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응표본 

t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가.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 감의 동질성을 알아

보기 하여 사 에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비교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 감  하 역

에 걸쳐 p＞.05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자아존 감에서 동질집

단으로 단되었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동질

성을 알아보기 하여 사 에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집단
(N=15)

M SD t p

목표
선택

실험집단
통제집단

3.2170
3.0784

.3365

.3785 .679 .587

직업
정보

실험집단
통제집단

2.9670
3.1875

.3758

.6986 -.788 .445

문제
해결

실험집단
통제집단

2.5660
2.7323

.4459

.4078 -1.734 .095

미래
계획

실험집단
통제집단

3.1400
3.0854

.3134

.3954 .557 .542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가.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자기성장 로그램이 자아존 감 향상에 의미 있는 

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실시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간 자아존 감 사 ·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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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자아
존 감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일반적 실험
통제

3.3364
3.1143

.5943

.4675
3.5455
3.2335

.5497

.4236
-3.023
-1.442

.014

.172

사회적 실험
통제

3.4140
3.4256

.4540

.4665
3.5690
3.5334

.2531

.5443
-1.308
-.435

.223

.605

학교 실험
통제

3.9700
3.9543

.6097

.6011
4.2160
3.8775

.5561

.4765
-2.364
.557

.042

.776

가정적 실험
통제

3.8340
3.7605

.6144

.7213
3.9000
3.9478

.5898

.5534
-.404
-1.236

.695

.288

 [표 7]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자아존

감  일반  자아존 감과 학교 자아존 감은 p＜.05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 나머지 하  역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자기성장 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의

미 있는 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 ·사

후검사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사
후검사 비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집단
사 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목표선택 실험
통제

3.2170
3.0784

.3365

.3785
3.8020
3.1087

.4441

.3737
-4.444
-1.204

.002

.145

직업정보 실험
통제

2.9670
3.1875

.3758

.6986
3.5500
3.1654

.4429

.5466
-4.145
.543

.003

.557

문제해결 실험
통제

2.5660
2.7323

.4459

.4078
3.5010
2.8756

.5708

.4586
-4.134
-.156

.003

.786

미래계획 실험
통제

3.1400
3.0854

.3134

.3954
3.8600
3.2143

.4427

.4265
-5.014
-1.275

.001

.265

 [표 8]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  역에서 p＜.05 수 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다. 

 

Ⅴ. 논의 및 결론

자기성장 로그램이 여 생의 자아존 감과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한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자기성장 로그램은 여 생의 체 자

아존 감 역가운데서 일반  자아존 감과 학업  

자아존 감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 일반  자

아존 감이 향상된 것은 자기성장 로그램을 통해 자

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을 통해 자신을 존 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쓰기를 

통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장·단 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에 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내가 

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과 내가 남을 존

해 주었던 경험 등을 발표하면서 자신에 한 존 감과 

타인을 존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업  자아존 감 향상에 정

 향을 끼쳤던 것은 지 까지 수동 으로 수업시간

에 참여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발 으로 동참하면서 자

신의 생각을 로써서 발표하는 것을 통해 수업에 흥미

를 가질 뿐만아니라, 처음에는 자신의 을 발표하는 

것에 해 두려움이 많고 남들이 의식이 되어 소심했던 

학생들이 차 발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자신의 의

견이 존 받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으로써 학업  자아존 감이 향상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의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한 조명실[39], 정경미[6], 권성혜[12]의 연구와 일치

한다. 즉, 학생들이 자기성장 로그램에 참여하여 자

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자신의 일반 인 생활에 해 가

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가자

들은 정 인 사고와 감정을 보유함으로써 좀 더 자신

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한 자기성장 로그램은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역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

계획 등 모든 역에서 정 인 효과를 보 다. 구체

으로 학생들은 직업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과 

맞는 직업을 선택하 으며, 문가 청 특강, 선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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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을 통해 직업 장에 한 깊은 이해와 학생활

에 무엇을 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

신의 미래에 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한 구체 인 계획을 세울 수 있

었으며, 공에 한 흥미와 비 을 갖게됨으로 더욱더 

학생활의 자신감을 갖게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기성장 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

하고, 그 결정에 한 확신을 갖고 비하고, 책임감 있

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

의 자기발견과 진로탐색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음

을 검증하 던 김옥진·이재창[5]의 연구와 진로상담 집

단 워크샵에 참가하 던 학생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조성연·문

미란[4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자기성장 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

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자기성장 로그

램과 같은 집단 상담 인 개입을 통해서도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 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기성장 로그램의 

역인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의 역에 직업세계

이해, 직업을 통한 자기실 의 역을 추가하여 여 생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구체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밝히고자 하 다.  자기성장 로그램의 직

업세계 이해를 돕기 해 취업한 선배를 청하여 특강

을 듣고, 취업한 선배의 기 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

는 과제를 통해 여 생들이 직업에 한 미래계획을 스

스로 세우고, 장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등의 정보

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직

업을 통한 자기실 의 역에서는 직업에 한 나의 가

치 을 발표하며 직업 에 한 분명한 소신을 갖도록 

하 으며, 미래이력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통

해 자신의 진로계획에 한 비 을 갖고 구체 으로 

비해야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학 신입생들이 학생활에 잘 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 하며 자신의 가치를 소 히 여기며, 

타인을 존 할  알고 자신의 진로에 한 구체 인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성

숙한 한 인간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돕기 해서는 

자기성장 로그램이 더욱더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되

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상

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 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체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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