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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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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군에서는 병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영위하도록 병영문화정책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이러

한 취지에서 A사단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참여하는 “목표지향적 자기계발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

생목표를 설정한 다음 군에서의 목표뿐 아니라 전역 후 까지 연계해서 자기계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병사들의 목표관리와 자아존중감, 군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다. 연구방법은 프로그램 실시를 한 A사단(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B사단(통제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실험집단 257명과 통제집단 231명 등 총 488명이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검증)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위에서 언급한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주제어 : 자기계발, 목표관리, 군 생활만족도, 병영정책, 자기계발 프로그램, 복무 부적응병사  

Abstract  Recently the military is improving the policies of military culture for soldiers to lead a better 

military life. In this effect, ‘division A’ introduced “goal-directed self development program’. This program is 

guiding the soldiers to set up personal mission in life not only in the military but also linked to the futur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est the effect of this 

program on soldier’s objective management,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and to propose political strategies for 

creating healthier military culture.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division A’(experimental group), which operated the program, and ‘division B’(controlled group) which 

did not operated the program. research targets were 488 soldiers in total, 257 soldiers in experimental group 

and 231 in controlled group. T-test(verification) and analysis of covariance was done with SPSS WIN 11.5 

program with collected inform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gram has meaningful effect in every aspect 

mentioned above to the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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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에 육군 모 사단에서 임 모 병장이 총기 난사를 

한 사건에 이어  다른 사단의 윤 모 일병이 집단 가혹

행 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들은 특별 리 상인 심병사들로 

나타나 군에서의 부 응 문제에 한 국민  심은 더

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서의 복

무 부 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으로 큰 장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군 본연의 임무인 투

력에도 막 한 손실을 주고 있어서 이에 한 책을 마

련하는 것은 매우 시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 응 문제에 한 책으로 군은 2005년 김 일병 총

기사건을 기 으로 병사들의 문  정신상담청구권을 

보장하면서 고충처리와 복무 부 응 병사에 한 극  

보호차원에서 군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담  제도

를 도입하 다. 2006년 시범 실시한 이후 계속 인원을 

차로 늘려, 2014년 재 약 200여명이 육ㆍ해ㆍ공군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한 상담 이 평균 2,000명 정도의 병사

를 리하는 실정으로 부 응 병사들이 제 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 응 병사들

을 한 비 캠 나 그린 캠  등 다양한 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지만 악성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군에 

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이라면 외 없이 가야하는 군 는 국

가방 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계  구조에 

의한 수직  인간 계로 형성되어 엄격한 계질서와 규

정에 의해 군인들을 통제하고 규제된 틀 속에서 생활하

게 한다. 이러한 군 는 군인들로 이루어진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에 군 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

가는 방식이며 그 구성원에게 군인으로 사고하고 행동하

며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군 에 입 하는 은 

세 들은 다양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청소년기

를 보냈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성, 독립성, 자율성을 배양

하는 데는 익숙한 반면 그와 상반되는 획일성이나 일치

성, 질서에 한 복종, 강제성, 권  등의 특성을 가진 군

 사회에 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즉 신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인 가치 과 행동방

식은 집단주의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는 군  사회에서 

긴장이나 충돌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

다. 신세 들의 특성은 군에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인 측면

에서 보면 이들의 합리 인 사고방식은 재 군 조직의 

운 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주어진 임무를 효율 으

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솔직하고 개방 인 태도

와 의사 표 으로 밝은 병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나 각종 기계 조작과 운용 

능력은 군에 정 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부정 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개인주의 성향으로 단체정신이 미

약하고 강한 자기표 으로 상 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다. 즉 신세 들은 자유분방한 사고로 군 계

의식과 조직체계에 한 거부 의식이 팽배하여 권 주

의  지휘통솔에 강한 반발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인내력

이 부족하여 상치 못한 악성 사고 요인이 늘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은이들이 군  생활에 응하는 과정에

서 문제를 보이거나 부 응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성장배경이나 군  이 의 사회 경험, 교육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개인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장해오고 교육받아왔던 환경과 그 속에서 내면

화된 개개인의 특성들은 군  문화가 지향하는 집단주의

인 가치와 신념과는 상당히 이질 일 것이며, 결과

으로 군 생활에서 그들이 스트 스를 받고 부 응 행동

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세  은이들이 2년간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리하

는 것은 투력 제고에 못지않은 군의 요한 업무  하

나이다. 이를 해 군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응을 돕

기 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하여 반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군 복무 기간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 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나온 신문 기사(국

방일보, 2014.9.10일자)를 보면 공군의 한 부 에서 군 생

활 동안 자신을 ‘ ’시켜 성공 인 병  스토리를 쓰도

록 하는 ‘병사 자기계발 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보

도하 다. 이에 의하면 병사들은 스스로 작성한 계획에 

따라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 해 노력하게 되

면 병  내 사고 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재 이와 유사한 자기계발 로그램들이 많은 다른 부

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군의 특성상 지휘 에 따라 시

행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로그램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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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황 기인 20 를 보내게 되는 군에서 자신을 변

화시켜 성공하는 삶의 기 를 마련해 나가자는 근본 인 

취지는 같다고 본다. 실제로 자기계발 로그램을 통해 

군 생활을 하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TOEIC 시험

을 보며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사례들을 매스컴에서 하

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에서의 이러한 자기계발 로그

램이 병사들의 군 생활 응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먼  육

군 A사단의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기계발과 목표의 연 성과 군 생활 만족에 

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다음 이 로그램의 효과

성 검증을 해 로그램을 시행하는 A사단의 257명을 

실험집단으로, 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인근 B사단의 

231명을 통제 집단으로 하여 총 488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병사들의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본 다

음 향후 보다 건강한 병 문화 조성을 한 정책  략

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2.1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 소개1)

A사단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사단장에서부터 이병이 

참여하는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도입하

다. 이 로그램은 과거와는 이하게 달라진 가정환경

과 학교에서 개인 심의 성향을 가진 은이들이 군

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체험하는 병  변의 실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 다. 군

에서 자기계발에 집 하게 되면 군 인  자원을 개발하

고 사회와 군  간의 단 감과 괴리감을 해소하며 생활

에서의 부조리한 환경을 차단하게 되며 안정 인 병

생활  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하루 한 

시간의 투자로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군을 신시키고 

국가 발 에 기여하게 된다면 신세  장병들에게 군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

해 자아실 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 본 로그램의 실시를 해 모든 장병은 

일과가 끝난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자발 으로 자신

이 세운 인생 목표에 맞춰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인생목

표를 설정한 다음 군 생활 목표와 월간 단 , 주간, 일일

단 까지 구체 이며 세부 인 목표를 세워 군에서의 목

표뿐 아니라 역 후 까지 연계해서 자기계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기계발의 내용은 한자, 컴퓨터 활용, 정

보처리 등의 자격증 과정과 검정고시, 어, 제2외국어, 

ㆍ체능 등 공이나 자격 요건구비를 한 과정으로 

나 어지며, 모든 장병들은 목표 리 개인 일을 작성하

여 인생목표, 군생활 목표에서 1일ㆍ주간ㆍ1년ㆍ5년ㆍ10

년 후의 세부 단  목표까지 구체 으로 명시하여 군에

서의 목표뿐 아니라 역 후 까지 연계해서 자기계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게 작성된 계획서는 개인별 

바인더로 제작되어 소지하며 평가요소로는 군 생활 목표 

설정 타당성 여부와 연동식 부  운  계획을 고려한 

간목표(월단 ) 설정 확인과 지도, 주간 계획서 작성에 

한 지속 시행 감독, 일일 단  목표 달성 여부 등 실시 

여부에 해 주간별, 일일별로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 있

다. 따라서 로그램의 효과성 검토를 해 실시 집단과 

미실시집단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

으로 사료된다.

2.2 자기계발

최근 들어 국민의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자기계발’, 

‘자아실 ’, ‘삶의 질’ 등이 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

하 으며 군에서도 병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군 생

활을 하도록 병 문화개선 정책을 개선해 오고 있다. 

자기계발이란 주도 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 

스스로 계발하고 향상시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제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로는 운동으로 표되는 

신체  역, 자격증 취득이나 문능력의 강화와 같은 

기술  역까지를 포 하고 의로는 정신역량의 강화

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다. 정신  역은 내  성숙과 

외  성취를 한 정신력의 계발을 모두 포 하며 셀

리더십은 물론 명상으로 표되는 자기성찰까지를 포함

할 수 있다[2].

1)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2006년 6월부터 의견수렴 및 토론회

를 거쳐 사단의 3개 부대(기동대대, 정비근무대, 화학지원

대)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기계발 계

획서 작성요령(인생로드맵)과 자기계발 시간대 설정 및 통

제방법, 여건 보장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단 표준

안을 확정하여 사단 내 전 부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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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에 의하면 자기계발이란 첫째, 자기의 능력 

는 가능성을 계발하는 일이다. 여기서 능력이란 지

인 능력은 물론 모든 인간  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자기

계발에서의 계발의 주체는 ‘자기’이다. 자기가 계발한다

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계

발의 방법을 생각하며 스스로 계발을 실행하고, 스스로 

계발의 성과를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계

발은 계발의 주체가 ‘자기’일 뿐 아니라, 객체도 ‘자기’라

는 이다. 즉 ‘자기가 자기를 계발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3].

자기계발의 목 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발 에 응

하기 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빨리 입수하고 변화

를 이해하며 그것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

이다. 한 숨겨진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해, 인격 형성

을 해, 직장 응을 해, 자아실 을 통해 인생을 살아

가는 보람을 창조하는 데 있다. 자기계발을 시작할 때 무

엇보다도 목표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목표설정은 

자기계발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며, 자기계발의 내용

을 구체 으로 착수하게 한다. 한 목표설정은 자기계

발을 어떻게 착수할 것인지를 자각하게 한다. 목표설정

은 자기계발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4].

자기계발의 목표를 설정하기 해서는 먼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한다. 다음으로는 ‘언제까지’ 목표

를 달성할 것인가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수 ’으로 

달성시킬 것인가를 정한다. 이처럼 목표와 자기계발은 

불가분의 계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계발의 기본 략은 

목표를 자기와 동일시해야 한다. 따라서 군에서의 자기

계발을 해 목표와 련된 로그램을 시행하고 이것이 

역 후 인생목표와 연계되도록 병 문화를 조성해 다

면 군이 미래를 비하고 훈련하는 장의 역할을 할 수 있

다.

특히 최근 군에 들어오는 신세 병사들의 의식 성향

이나 가치 을 두고 볼 때, 일방 이고도 강압 인 지시

는 물론이고 기성세 의 보수성에도 강한 반발감을 갖고 

있어 일방 ․주입식 교육의 효과는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강요보다는 설득과 모범을 통한 리더십

이 이루어지고 동기 유발에 있어서도 가능한 참여 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신세 가 가진 능력을 최 한 발휘

하게끔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이들 신세

 병사들을 바라보는 을 부정 인 것에서 정 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들 신세  병사들이 문제덩

어리가 아니라 실용 , 합리 인 측면과 공평성, 공정성

을 행동 기 으로 삼는 정 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

고 합리성에 바탕을 둔 동기 유발을 시킬 때는 강한 책임 

의식을 느끼며 극 으로 임무수행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세 의 의식 구조나 가치 에서 신세 가 

가진 장 을 최 한 활용하고 단 은 행동화되지 않도록 

지속 으로 심을 가진다면 보다 바람직한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군의 지휘부에서는 신세 들의 의식 구조

와 사고에 걸맞게 자기계발과 성취 지향  목표를 제시

하는 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방 이고 강압 인 

교육보다 입체 ․ 참여  동기 유발 로그램을 개발하

여 도입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간헐 으로 부 에서 제

공하는 화 감상이나 내무반에서의 TV시청 등 무계획

․피동 인 여가 활용 상태에서 탈피하여 구기 운동부, 

통무 부, 어회화반, 사물놀이패, 합창반  연극반 

등 학 동아리 차원의 여가 활용을 단계 으로 부  사

정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등, 군복무 스트 스 해소를 

한 제도  장치 마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병사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분 기를 조

성하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지속 으로 리하고 감독하

며 실시 여부를 평가하는 자기계발 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표 리를 통한 

자기계발 로그램은 군 생활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2.3 군생활 만족도와 선행연구 고찰 

군의 지휘 들이 조직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병사들을 효율 으로 리하여 최 의 투력을 발휘하

고 주어진 임무를 성공 으로 달성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환기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며 통합시키는 내  요인을 의미하

며 욕구나 외  요인에 의해 특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

록 이 동기를 진시키는 기능을 동기부여라고 한다[5]. 

본질 으로 동기부여는 인간의 행동과 련된 심리  개

념이며 조직 구성원들을 자신의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

면서 동시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하여 자발 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베실린

(Beshiline)은 군  동기 부여 요인으로 리더십, 신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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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완수에 한 인정, 집단의 단결과 자부심, 훈련과 교

육, 복지와 오락,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외부  

향, 조직 구조를 들고 있으며 이슨(Leison)은 군 조직

의 구성원의 복무 의욕고취를 한 동기 부여 수 을 “직

무에 한 만족도”로 보았다[6].

군에서의 직무만족에 한 연구들은 80년 를 후하

여 군에서는 장교나 부사 , 즉 간부들의 직업으로서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직무만족 주의 군 생활을 다룬 연

구가 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군 생활만족에 한 연구

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권은 “군 생활만족도의 태도차원

과 복종에 한 연구”에서 병사들이 군 에서 하는 일을 

직무하고 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에 해 병사들의 병

역 의무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무라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7]. 따라서 군 생활 만족도란 병사가 군

 생활을 통해 자신의 병역의 의무, 즉 직무에 해 가

지고 있는 태도로서 군 조직에서의 개인의 욕망, 기 감, 

욕구가 충족된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 윤문수는 군 생활

에 한 만족도가 병사들의 사고, 입원 발생과 통계 으

로 유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군 생활 만족도가 은 

병사에게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 군 생활 만족도와 불안 수 이 련 있다는 것을 밝

낸다면 불안 요인을 제거 는 히 리함으로써 군

사고 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 다[8].

그러나 실제로 군에 입 하는 신세  병사들의 복무 

부 응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들이 군에 입 하여 겪

는 조직 응 과정상의 어려움은 폐쇄된 환경 내에서 단

체 생활을 한다는 군 조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사고의 피

해 효과가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

존의 많은 군 부 응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환경에 하

여 보다 극 으로 응하여 환경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함으로써 환경  책임보다는 개인  책임

에 더 많은 비 을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는 “군 입 자 개인의 심리  요인과 군  조직의 물리

, 사회문화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군 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 으로 지니고 

있는 자”[9]로 정의되고 있다.

구승신은 신세  병사들의 복무 부 응 문제는 군 조

직체 내의 기성세 들의 신세  가치   성향에 한 

인식 부족과 고정 념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그

러나 군 생활 스트 스가 높아 군 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부 의 정서  환경에 한 만족도가 클

수록 군 생활 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  

여기서 정서  환경은 조직 분 기를 의미하며 군 내부

의 정서  환경에 한 만족도는 병사들의 인지 , 감정

 상태에 향을 미쳐 결과와 자기 효능감에 한 기

를 유발함으로써 병사들의 행동에 향을 다고 하 다. 

그러므로 병사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 기 조

성과 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로그램을 시행

하는 것은 군 생활만족에 정 으로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군 생활 응력 향상을 한 요인에 한 연구

들을 보면 역 병사들의 군 복무에 한 동기 부여와 욕

구 충족에 한 기 를 바탕으로 한 심리  요인에서부

터 정신 , 육체 , 건강 등을 의미하는 심신 만족, 직책

에 한 심과 가치부여 등을 의미하는 직무만족, 조직

운 , 공정한 우, 후생복지, 리더십 등을 의미하는 군조

직 환경 만족을 의미하는 것까지 포 으로 제시한 연

구들이 있다[11]. 김윤근은 병사들의 군 응유연성에 

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 감, 가족의 지지, 군 구

성원의 지지, 친구  여자 친구의 지지, 자기 효능감, 

인 계 기술, 문제 심의 처, 부 의 안정  분 기, 

 안녕감을 들고 있다[12]. 이정휘는 의무복무 병사들

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무를 통한 

만족 즉 성취감, 보직의 흥미, 책임감, 직무의 도 성 등

이 군 복무 만족도에 다른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자아존 감은 군 응에 

보호요인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생

활동안 자아존 감을 충족시켜  수 있는 로그램의 필

요성이 요청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목표 리와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를 검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 이므로 설문조사에 의한 

양  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여 목표지향  자기계

발 로그램 실시를 한 집단과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

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 

악된 내용에 한 심층 인 확인과 설명을 해 병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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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에 나타난 내용을 기 로 자료를 분석하 다.

Variables Categories

Treatment 

group

(A)  

Controlled

group

(B) 

Sum   

n(%) n(%)  n(%)

Class

sergeant 67(26.1) 90(39.0) 157(32.2)

corporal 93(36.2) 54(23.4) 147(30.1)

private 

first class
53(20.6)  55(23.8) 108(22.1)

private 44(17.1) 32(13.9) 76(15.6)

Age

20～21 20( 7.8) 15( 6.5) 35( 7.2)

22～23 192(74.7) 180(77.9) 372(76.2)

over 24 45(17.5) 36(15.6) 81(16.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46(17.9) 39(16.9) 85(17.4)

in college 56(21.8) 67(29.0) 123(25.2)

in university 153(59.5) 123(53.2) 276(56.6)

graduates 2(  .8) 2(  .9) 4(  .8)

Term of 

Enlistment

Under 6 

months
39(15.2) 28(12.1) 67(13.7)

6 months～ 

less than a 

year 

60(23.3) 58(25.1) 118(24.2)

1 ～ less than 

2 years
155(60.3) 143(61.9) 298(61.1)

over 2 years 2( 1.2) 2(  .9) 5( 1.0)

Sum  257(52.7) 231(47.3) 488(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목표 리와  자아존 감, 군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A사단 병사 257명을 실험집단

으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B사단 병사 231명

을 통제집단으로 하 다 이 로그램의 운 실태 분석을 

해서는 사단 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구

범 가 무 확 되어 조사 실시  분석에 무 많은 시

간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정규모로 연구범 를 축소하

고자 488명에 한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 상에 포함

시켰다. 특히 군은 민간인의 출입과 교류가 엄격히 제한

되므로 각 사단의 사단장의 조와 허락 하에 표집이 실

시되었다. 조상 상자의 표집은 A사단, B사단을 모집단

으로 하여 계 이나 입  기간, 교육수  등이 편 되지 

않도록 유의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계 은 실험집단의 경우 상병(36.2%)이 가장 

많은 반면, 통제집단은 병장(39.0%)이 가장 많았다. 연령

은 22～23세가 실험집단(74.7%)과 통제집단(77.9%) 모두

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세 이상(실험집단 

17.5%, 통제집단 15.6%)이 많았다. 학력은 학재학 인 

병사가 실험집단(74.7%)과 통제집단(53.2%) 모두에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은 문 재(실험집단 21.8%, 통제집단 

29.0%), 고졸(실험집단 17.9%, 통제집단 16.9%)의 순을 

나타났다. 입 기간의 경우는 1～2년 미만인 병사가 실

험집단 60.3%, 통제집단 61.9%로 가장 많았다.

3.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Fig. 1]과 같이 실험 설계를 하 다. 실

험집단에만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하

고 난 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목표 리  자아

존 감, 군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 다.

  E              X              O

  C                             O

E : Experimental group(division A)

C : Controlled group(division B)

X : Goal-directed self development program

    (Treatment)

0 : Post test 

[Fig. 1] Research design

3.3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방법의 질문지이다. 

질문지에는 병사들의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

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 조사 상자의 사회 인구

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계 , 학력, 연령, 입 기간

에 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

수들의 척도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3.3.1 목표관리 척도

목표 리 척도는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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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국내에서는 개발된 척도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목표 리 척도는 Crumbaugh와  

Maholick(1969) ‘Purpose in Life(PIL)' 척도를 번역, 수

정하여 사용하 다. 척도의 구성은 모두 20문항으로 이

루어져있다. 이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재 생활에

서 인생의 목표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해 

‘  그 지 않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1 , ‘매우 그 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 7 으로 구성되는 7  Likert 방식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한 수의 범 는 20 에

서 140 까지이다. 수가 낮을수록 인생의 목표가 분명

하지 못하면서 리 한 되지 않고 있는 경우이며 수

가 높을수록 인생의 목표가 매우 뚜렷하고 목표에 한 

성취욕구가 강하며 그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기

리를 철 히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

수는 .93으로서 신뢰할 만한 수 이다.

3.3.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 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병제(1974)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신뢰도

와 타당도가 매우 높고 총체 인 자아존 감을 측정하는

데 권장할 만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RSES는 5  척도지

만 일반 으로 한국에서는 4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

고 있다. 부정  문항은 역 으로 처리하여 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

도 계수는 .89로 신뢰할 만한 수 이다.

3.3.3 군 생활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군 생활만족도 척도는 Stauffer 

(1949)가 제작한 것을 이윤희(1963)가 번역, 제작하여 사

용하고, 신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추가 수정하

여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의 응답방식은 군 생활만족의 정도를 묻는 각 

문항에 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따라 ‘

 그 지 않다’, ‘ 체로 그 지 않다’, ‘보통이다’, ‘ 체

로 그 다’, ‘매우 그 다’.의 다섯 가지이다. 각 문항에 

한 수 부여는 5  Likert 방식에 따라 ‘  그 지 않

다’에 1 , ‘ 체로 그 지 않다’에 2 , ‘보통이다’에 3 , 

‘ 체로 그런 편이다’에 4 , ‘매우 그 다’에 5 을 주었

다. 응답가능한 수의 범 는 20 에서 100 으로 수

가 낮을수록 군 생활만족도가 낮고, 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를 나타낸다.

본 조사를 통하여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신뢰

할만한 수 이다.

한 설문지 끝에 자유 반응식으로 목표지향  자기

계발 로그램을 시행한 후 소감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

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둘째,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해 t-test와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을 실시하 다. 공변량 분석은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하여 병사들의 계 , 연

령, 학력, 입 기간을 공변량하여 통제하 다.  

셋째, 실험집단 병사의 일반  특성에 따라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하여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를 실시하 다.

넷째, 실험집단 병사들의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

램에 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해 χ2(Chi-square) 검증

과 빈도분석,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4. 결과 해석 및 논의

4.1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효과

4.1.1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목표관리

에 미치는 효과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목표 리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목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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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를 검증하 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

이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평균(111.04)이 통제집단의 평균(105.18)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t=3.87, 

p<.001). 따라서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은 병사

들의 목표 리 향상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과 같이 군생활 동안 

인생의 목표와 연계해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수 

있는 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able 2> PIL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led group

Categories n M SD t

Experimental

group

(division A) 

257 111.04 17.20

3.87
***

Controlled 

group

(division B)

231 105.18 16.18

***
 p<.001

<Table 3>은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

들의 목표 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계 , 연

령, 학력, 입 기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집단(F=16.637, p<.001)은 병사

들의 목표 리 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mpact of Goal-directed self-improvement 

program on PIL

Variables DF SS MS  F

Class   1 1127.15 1127.15  4.099
*

Age   1    50.02   50.02  .182

Education 

Level
  1   1351.73 1351.73  4.916

*

Term of 

Enlistment
  1   263.1  263.13  .957

Group   1    457.44 4574.44  16.637***

Residual 482 132529.78  274.95

Sum 487 140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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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

단의 병사는 그 지 않은 통제집단의 병사보다 목표 리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목표지향  자

기계발 로그램은 병사들의 목표 리 향상에 효과 임

을 알 수 있다.

4.1.2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효과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

감 정도에 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 감의 사후검

사 결과, 자아존 감의 평균이 실험집단은 33.87, 통제집

단은 32.57로,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병사가 그 지 않은 병사보다 자아존 감이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t=3.03, p<.01).

이상과 같이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병사는 그 지 않은 통제집단 병사보다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

감이 군 생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병사들의 심리  안정감과 응 능력을 

길러  수 있는 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able 4> Self Esteem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led group

Categories n M SD t

Experimental

group

(division A) 

257 33.87 5.02

3.03
**

Controlled 

group

(division B)

231 32.57 4.38

** p<.01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계 , 연령, 학력, 입

기간을 공변인으로 하고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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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F  SS MS F

Class   1 371.712 3741.71 2.057

Age   1 .14 0.14  .001

Education 

Level
  1 727.98 727.98 4.029*

Term of 

Enlistment
  1 106.45 106.45  .589

Group   1 3521.45 3521.45  19.491***

Residual 482 87082.54 180.66

Sum 487 916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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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Impact of Goal-directed self-improvement 

program on Self Esteem

Variables DF SS MS F

Class   1 78.57 78.57 3.615

Age   1 21.62 21.62  .995

Education 

Level
  1 201.24 201.24  9.260

**

Term of 

Enlistment
  1 17.06 17.06 .785

Group   1 223.54 223.54 10.286
**

Residual 482 10475.33 21.73

Sum 487 11058.49
** 

p<.01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이 p<.01 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즉,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병사는 그 지 않은 통제집

단 병사보다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은 병사들의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4.1.3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군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군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목표지향  자기계

발 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군 

생활만족도에 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생활만족도의 사후

검사 결과, 군 생활만족도의 평균이 실험집단은 71.51, 통

제집단은 66.25로,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

한 병사는 그 지 않은 병사보다 군 생활만족도가 높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t=4.30, 

p<.001).

이상과 같이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병사는 그 지 않은 통제집단 병사보다 군 생

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은 병사들의 군 생활만족도 향상에 효

과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과 같이 군인의 직무 능력 

향상과  군 응의 유연성을 길러  수 있는 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able 6> Satisfaction in Military lif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led 

group

Categories n M SD t

Experimental

group

(division A) 

257 71.51 14.08

 4.30***

Controlled 

group

(division B)

231 66.25 12.79

*** p<.001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이 병사들의 군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계 , 연령, 학력, 

입 기간을 공변인으로 하고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Impact of Goal-directed self-improvement 

program on Satisfaction in Military life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이 p<.001 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즉,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병사는 그 지 않은 통제집

단 병사보다 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은 병사들의 군 생

활만족도 향상에 효과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

다.

4.2 실험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4.2.1 실험집단의 계급에 따른 차이

실험집단 병사의 계 에 따라 목표 리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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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군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는 계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 리의 

평균은 계 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계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없었다. 자아존 감의 평균은 병장이 가장 높고 

일병이 가장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군 생활만족도도 병장이 가장 높고 일병이 

다른 병사보다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 병사의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에는 계 이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group 

by Class 

Categories

sergeant

(n=67)

corporal

(n=93)

private 

first 

class

(n=53)

private

  (n=44)

sum   

(n=257) F

M SD M SD M SD M SD M SD

Purpose 

in Life
114.99 18.52 111.28 16.91 108.38 16.43 107.75 15.88 111.04 17.20 2.17

Self Esteem 35.06 4.77 33.80 5.44 32.85 4.82 33.43 4.46 33.87 5.02 2.14

Military Life 

Satisfaction
73.04 15.96 71.70 13.38 70.26 11.49 70.27 15.45 71.51 14.08  .52

4.2.2 실험집단의 연령에 따른 차이

실험집단 병사의 연령에 따라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목표 리는 24세 이상인 병사가 23세 이하인 병사보

다 높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아

존 감은 24세 이상인 병사가 23세 이하인 병사보다 높

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군 생활만족도는 23

세 이하인 병사가 24세 이상인 병사보다 높았으나 연령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실험집단 병사들의 연령에 따라 자기계발 

 심리  특성에 해 살펴본 결과, 목표지향  자기계

발 로그램을 실시한 병사는 연령에 따라 목표 리  

심리  특성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group 

by Age

Categories

 under 23  

(n=212)

over 24    

(n=45)

Sum

(n=257) t

M SD M SD M SD

Purpose 

in Life
110.81 16.91 112.16 18.68 111.04 17.20  -.48

Self Esteem  33.66  4.99 34.84  5.10  33.87  5.02 -1.44

Military Life 

Satisfaction
 71.76 14.08 70.31 14.16 71.51 14.08   .63

4.2.3 실험집단의 학력에 따른 차이

실험집단 병사의 학력에 따라 목표 리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에 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목표 리는 고졸인 병사가 가장 높았고, 문  재학 

인 병사는 다른 병사보다 낮았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 감은 학재학 이

상인 병사가 가장 높았고, 문  재학 인 병사는 다른 

병사보다 낮았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7.35, p<.01). 군 생활만족도는 학재학 이상인 병

사가 가장 높았고, 문  재학 인 병사는 다른 병사보

다 낮았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실험집단 병사의 학력에 따라 목표 리  

심리  특성에 해 살펴본 결과,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을 실시한 병사  학력이 학재학 인 병사

가 다른 병사보다 자아존 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group 

by Education level

Categories

high 

school 

graduate

(n=46)

in college

(n=56)

university 

+

(n=155)

Sum

(n=257) F

M SD M SD M SD M SD

Purpose 

in Life
111.67 16.73 106.43 18.56 112.52 16.64 111.04 17.20 2.65

Self Esteem 33.80 4.46 31.73 5.72 34.66 4.70 33.87 5.02  7.35**

Military Life 

Satisfaction
71.98 15.24 68.04 13.06 72.63 13.96 71.51 14.0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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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the effect of self-improvement programs in milita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

4.2.4 실험집단의 입영기간에 따른 차이

실험집단 병사의 입 기간에 따라 목표 리  자아

존 감, 군 생활만족도에 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목표 리는 입 기간이 오래된 병사일수록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아존 감은 입 기간이 1

년 이상인 병사가 가장 높았고, 6개월～1년 미만인 병사

가 다른 병사보다 낮았으나 입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군 생활만족도는 입 기간이 오래된 병

사일수록 높았으나 입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다.

이상에서 실험집단 병사의 입 기간에 따라 목표 리 

 심리  특성에 해 살펴본 결과, 목표지향  자기계

발 로그램을 실시한 병사는 입 기간에 따라 목표 리 

 심리  특성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11>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group by Term of Enlistment

Categor

ies

Under 6 

months

(n=39)

6 months～ 

less than a 

year

 (n=60)

Over a 

year

(n=158)

Sum

(n=257) F

M SD M SD M SD M SD

Purpose 

in Life
107.79 15.36 109.15 16.72 112.56 17.71 111.04 17.20 1.69

Self 

Esteem
33.36 4.26 33.07 4.87 34.30 5.22 33.87 5.02 1.55

Military 

Life 

Satisfacti

on

69.64 15.24 71.72 12.29 71.89 14.46 71.51 14.08  .41

4.3 소감문에 나타난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마지막으로 로그램의 효과에 한 병사들의 자유반

응식 답변에 나타난 내용들을 목표 리와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이라는 범주로 분류하 다. 먼  목표 리와 

련해서 “인생목표 설정으로 생활의 활력소가 생겼다”, 

“ 역후 자신의 진로에 한 확신이 생겼다”, “군에서의 

목표가 인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목표에 한 명확한 인식이 생겼다”, “군 생활 목표가 

계획을 실천하게 해주었다”, “목표를 구체 으로 음으

로 결심이 굳어졌다” “군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게 되

면 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작은 목표가 다시 큰 목표를 세우는 동기가 되

었다” 등이 나왔으며 자아존 감과 련해서는 “자격증 

취득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 다”, “ 우의 성취로 나도 

열심히 살겠다.”, “생각을 바꾸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

각을 가졌다”, “꾸 한 계발로 군 생활에 한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군생활만족과 련해서는 

“자유 시간의 효과  활용으로 내무 부조리가 없어졌다”, 

“자기계발을 통해 꿈을 해 노력하면 군에 온 보람을 느

낀다.”, “군 에서의 생활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계발이 군 생활에 주는 가치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 

될 수 없다.” “목표달성을 통해 성공 인 군 생활로 능력

남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 다”, “임무완수에 완벽하고 

자기계발을 실천함으로써 성공 인 군 생활을 할 수 있

다” 등으로 나와 체 으로 로그램이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 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군에서 체 병사를 상으로 자기계

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인생의 목표 설정을 군에서부

터 시작해 역 후까지 연계해 나가도록 동기부여를 하

는 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본 것은 의

의가 있다고 본다. 비 캠 나 그린캠 와 같이 복무 부

응자들을 한 로그램은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로

그램의 효과가 하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

러한 목표지향  자기계발 로그램은  병사를 상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에서 목표 리와 자아존 감, 군 생활만족도가 실시

하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

인의 군 복무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부  체의 분 기가 자신

을 발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도 생기게 하면서 자기계발을 더 알차게 만드는 계

기가 되었다고 소감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

은 군에 한 부정 인 선입견을 없애고, 장병들의 사기

도 고취하게 됨으로써 장병 개개인의 군부 가 함께 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로그램이 향후 건 한 병 문화를 조성하고 

병사들의 군 응에 정 으로 기여하기 한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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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발 하기 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러한 집단 로그램을 통해 무기력․우

울․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기 목표를 세우고 추

진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병사들과 자신과 유사한 군 생

활에서의 애로사항에 하여 감정을 나 고, 소집단에서 

자신의 목표, 강 , 장 , 자원 등을 계속 으로 발견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집단동료들로

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 , 장 , 자

원 등이 강화되고 확 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결과 으

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무기력·우울·불안감이 감소되

도록 돕는다.

둘째, 자아존 감 향상, 정 인 자아상을 형성하도

록 돕는다. 동질 인 소집단에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강 , 자원을 발견하고 동료로부터 인정, 지지, 재인식,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되는 것과 병

행하여 자아존 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강 과 장 , 자원을 근거로 

동료들의 인정과 지지 그리고 정 인 평가는 자아존

감 향상과 정 인 자아상 형성을 돕는다.

셋째, 스트 스 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자

아존 감이 향상되고 정 인 자아상이 형성됨에 따라 

체를 보고 합리 이고 객 으로 단 할 수 있는 능

력이 회복 내지 향상된다. 그리고 스트 스를 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하고 연습함으로서 스트 스 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넷째, 공격 ·폭력  행동의 통제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자기계발을 해 나가는 과정

에서 자신감이 회복됨에 따라 자아기능이 강화되고, 합

리 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동료 계, 선임병과의 계, 문제해결을 해 과는 

다른 한 방법으로 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

으로 공격 ·폭력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장교의 병사 리에 한 과 의식의 변화

를 도모한다. 병사들이 극 이며 자율 으로 참여하도

록 이끌기 해 병사들의 자기계발과 목표 리를 통해 

강 과 해결 심 인 을 기 로 하는 지도력이

라고 본다.

이 게 함으로써 군 복무를 단순히 의무 복무가 아니

라 국가에 한 사를 한다는 보람, 나라를 지킨다는 책

임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자아실 감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군 조

직은 그것을 만족 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때 신세

 병사들의 군 생활 응이 보다 유연해 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평가만

으로 진행되어 로그램의 사용 후의 실제 인 변화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층 면 을 

통한 질  연구와 병행하지 않아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  연구

를 보완하고 다양한 자료를 획득하고 보다 검증된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제 으로 검증

한다면 보다 수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설문지 진행과정이 군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객

이고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피험자들이 형식 으로 답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어

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심층 인 면담자료를 보완한다면 보다 효

과 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  체에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로그램에 한 연구가 많지 않

은 계로 자료 획득에 미흡한 부분이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으나 병사들의 자기계발의 요성 인식에서 필

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악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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