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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이 연구는 한국군 병사의 자살사고 방을 해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의 상 계를 밝히는 것이다. 

방법 599여명의 한국군 병사를 상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설문지를 통해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

의 상 성을 조사한 양 인 설문조사연구이다.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한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처리하 다. 결과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 간에는 정  상 계가 있다. 결론 안녕과 자기통제는 

상자들의 조직몰입과 정  상 계를 갖는다. 조직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건강문제로서 안녕에 한 필요성이 요함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안녕, 자기통제에 한 교육 로그램의 도입  자체 개발  용이 필요하다. 이는 병사

의 삶을 더욱 건강히 하고, 사회 으로 큰 이득이 될 것이다.

Abstract  Aim: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study of spiritual well-being, self-control,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al attempts by Korean soldiers. Methods: This study was non-experimental 
survey research design through a questionnaire containing 3 categories, spiritual well-being, self-control,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599 subjects in the military in Korea. The data collected from the 1st to 28th of December, 2013,
analyzed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18.0 program. Results: Spiritual 
well-being and self-control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object. Conclusion: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oldiers in the military, the importance of the spiritual well-being should
be recognized as a health problem.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for achieving
spiritual well-being, self-control on soldiers. This should make a healthier life for soldiers and contribute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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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군 의 최고 목표는 투력 배양이지만, 그 기본은 병

사 개인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에서의 사

고  자살사고가 65%에 이르고, 최근 5년간 3일마다 1

명의 군인이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 21세기

에 인주의(Holism)가 출 하면서 마음, 신체, 정신이 

연결되어 그 각각은 통합되고 분리할 수 없는 역동 인 

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건강은 상자 스스로 건강함

을 지각해야 하고, 안녕은 완 히 주 인 것으로 상

자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2]. 이러한 맥락에

서 일탈  자살 등의 사고를 방하고 병사들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여 투력을 극 화하기 해서는 군의 외

부요인이외에도 병사들의 정신 심리  내부요인들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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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성은 다방면으로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며, 종교보다 

더 넓은 의의 개념이지만, 종종 종교와 동의어로 부

하게 사용되어 왔다[3]. 종교의 정의는 “  지도자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 가치 , 실천의 집합”, 혹은 “감성

인 학습 행 와 문화  가치를 반 하는 사회  표 ” 등

이다. 종교에서 행 와 표 은 종교  활동을 통해 명백

해진다[3]. 반면, 성은 삶의 의미와 목 , 조화, 평화, 

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3]. 종교 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인 사람들은 

정식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3]. 그러므로 종교 인 믿음에서 발생하는 종교  

실천과  신념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요하다[3]. 

과거 20년 동안 선행 연구들은 성이 삶의 질과 정

인 계에 있음을 시사하는데, 신체건강[4], 정신사회  

안정[5],  안녕[6]의 향상과 련이 있다. 성은 만

성질환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

해 안락한 순간을 제공하고[7], 평화로움, 삶의 의미와 목

, 건강의 기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조화를 제공한다[8]. 

자기통제에 해서는 충동 조 과의 연 성으로 인해 

목표달성을 한 요변수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군에서의 사고에 하여 여러 원인에 한 숙고가 진

행되고 있으나, 내재  원인  자기통제에 한 연구는 

미미하다. 군이 외부 상황에 하여 유연하게 처하고 

목표 달성을 하기 해서는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일탈 상황에 한 처방안 모색과 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기 통제는 자기성찰, 자아방어 기제

와 유의한 상 계가 있으며[9], 자기효능감과 정  상

이 유의하 고,  지연행동, 지각된 스트 스와 각각 부

 상 이 유의했다[10]. 자기통제, 상황  요인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고[11], 자기통제 훈련은 자기 통제

력, 사려숙고성, 과제인내, 유혹 항, 정서통제, 사회  기

술,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킨다[12,13]. 

1960년 부터 본격 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조직몰입

에는 조직 구성원의 환경의 변화에 한 응능력, 자율

성, 책임성이 요구되며,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인

에 성장배경, 직무경험, 책임성, 자율성, 권한 임, 공식

성, 역할갈등, 보상과 균형, 사기, 리더쉽, 공정성, 직무특

성 등이 있다[14,15].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직몰입

의 결정요인이나 결과요인에 한 견해는 아직 일치된 

바가 없다[15]. 특히 군에서는 조직 몰입과 련하여 리

더쉽, 사기, 자살, 스트 스, 의사소통, 자발  동기부여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병사들의 내재  동기부

여 요소  흥미와 보람, 환경  요소와 보상, 병사들의 

성이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16]. 피드

백, 계 , 학력을 제외하고 조직신뢰, 과업 요성, 동료신

뢰, 피드백 순으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의 정도가 크

고, 구성원의 신뢰와 직무특성이 조직 운 의 효율성 증

에 큰 역할을 한다[17]. 

군에서 개인의 안녕과 조직의 목표달성을 성취하기 

해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었다. 연구자는 이에 한 내

부 인 요인에 한 숙고가  필요하리라 생각하여 한국

군 병사의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과의 계를 밝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군 병사들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가존립의 근간이 되는 국방의 발 에 도움

이 되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본론

2.1 용어의 정의

2.1.1 영성

성의 의미는 건강 돌  문가들 사이에서 발 하

고 있으며, 종교성과 문화  경계를 월한다. 성은 종

교보다는 좀 더 의의 개념이다. 종교는 인 인 상

과 련된 경험이나 종교의 신념 체계, 종교 인 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성은 종교 인 경험에 제한

을 받지 않는다. 인간은 인 존재이며 비록 인 의

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므

로 인간의 구성요소인 성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

더라도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18]. 성의 다양한 

정의  Consensus Conference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르

면 성은 자아성찰과 삶의 의미와 목 을 추구하는 방

법이며, 재 자기 자신과 타인, 자연 그리고 성스러운 실

체와의 한 순간의 연결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속

성으로 정의되고 있다[19].  돌 의 필수 요소는 

 재에 한 신념이다. 그 로, 안녕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활동의 방법에서 실행과 근은 성에 따르게 

된다. 몇몇 연구들은  재가 스트 스의 향을 완

화할 수 있고, 생리 , 정신 , 으로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여주었다[4-7]. 성과 직업만족도

와의 계에서 성의 이타주의와 이상주의가 직업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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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강하게 도움을 주었다[20]. 한, 다학제 간의 성 

연구에서 이들은 자신의 성을 일과 통합하여 직업 만

족도를 향상 시킨다고 하 다[21].   

2.1.2 자기통제

자기 통제력이란 인지나 정서, 행동조 을 자신의 의

지 로 조  가능함을 일컫는다. 자기통제란 즉각 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상 으로 가치가 낮은 선택과 만족

은 지연되지만 향후 더 큰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연되지만 더 큰 강화물을 선택하

는 것이다. 반 로 지연되지 않은 작은 강화물을 선택하

는 것은 충동성을 의미한다[22]. 

자기통제는 신체의 본능 인 반응과 이성  선호간의 

갈등으로 설명된다. 이성을 통한 합리 인 선호와 비본

능 인 반응을 나타내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3]. 자기통제는 자기 자신을 조 하는 능력으로 [24], 

바람직하지 못한 자동 이고 일상 인 반응들을 의식

으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25], 이러한 자기통제의 성

공여부는 개인의 수행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들이 제안한 자기조 력 모델(self-regulatory 

strength model)에 의하면 자기조 력은 근육과 유사한 

특성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면 에 지가 고갈되고 휴식을 

취하면 회복된다고 하 다[24]. 여기서의 자기조 력이

란 반응, 습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들을 억제하고 

극복하기 해 활용되는 모든 내  자원을 의미한다. 이

러한 자기조 자원이 고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통제에 

실패한다고 한다[26].

자기조 자원 고갈에 의하여 통제력이 약해지면 수용

자들은 직 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정보처리과정에 의존하게 된다[27]. 이에 

따라 상에 한 세부 인 정보 악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충동조 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론 으로 이러한 단순처리과정과 통제과정의 약화

는 상황에 부합하는 목표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목표성취를 진하기 해서는 자기 통제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1.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함께 조직유효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즉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

를 측정하는 표 인 지표로서, 조직몰입이 조직구성원

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에서 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28,29].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해 동일시, 몰입, 일체

감,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몰입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14]. 조직몰입을 하나의 태

도 혹은 행동의사(behavioral intention)으로 악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표  학자로는 Kanter, Sheldon, 

Buchanan 등이 있다. 이러한 입장과 달리 조직몰입을 하

나의 힘(force)으로 악하려는 견해도 있는데, Salanick, 

Mowday, Porter, Steers, Wiener 등이 표 인 학자이

다. 최근에는 Meyer와 Allen등에 의해 다 형태의 조직

몰입에 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14]. Meyer와 Allen

은 조직몰입을 애정  몰입(affective commitment), 계속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  몰입

(normative commitment) 세 유형으로 분류하 다. 애정

 몰입은 직원들이 조직에 하여 감정 으로 동일시하

고 련시키고자 하는 몰입으로 개인이 조직에 계속 남

아 있으려는 것이다. 계속  몰입은 조직에 남아있음으

로써 얻는 이득이 조직을 벗어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규범  몰입은 조직에 남아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도덕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몰입을 뜻

한다[30].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조직몰입이란 구성원

이 조직에 해 가지는 일체감과 몰두의 정도, 조직구성

원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  유 감과 

개인의 심리상태를 반 하는 포  개념이라 하겠다[14, 30]. 

본 연구에서 Meyer와 Allen가 제안한 조직몰입의 요

소  규범  몰입을 조직몰입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의무 복무자인 병사는 자발 으로 군을 선

택한 것이 아니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의 복무가 국가에 

한 최소한의 도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yer와 Allen의 조직몰입 요소 

에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 해 느끼는 심리  애착

과 조직과의 일체감 정도를 의미’하는 애정  몰입과 계

속  몰입을 사용하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설문을 통하여 계를 연구하는 양 설문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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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ommitment

Spiritual 

Well-Being

Self-Control

2.2.2 연구가설

1)  안녕은 자기통제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 자기통제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것이다. 

[Fig. 1] Model for the Correlation of Spiritual Well-Being, 
Self-Control, Organizational Commitment 

 2.2.3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상은 충청소재 사단내에서 근무하는 병

사(n=599)로 구성되었다. 실험군은 우리나라 군 의 특

성상 성별, 연령, 교육 수 , 건강상태등이 유사한 20  

반 남성으로 구성되어 편의표본 표출 방법으로 결정하

다. 실험군은 처음에 640명이 참여하 으나 온 히 참

여하지 못한 41명이 탈락되어 최종 총 599명으로 구성되

었다. 

2.2.4 측정도구

1)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안녕을 측정하기 해서 Paloutizian & Ellison이 

개발한 도구를 최상순이 번안하고 강정호(1996)가 수정

해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정문 12문항, 

부정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훌수 번은 종교와 무

하게 삶의 의미와 목 에 을 둔 실존  안녕을, 짝수 

번의 문항들은 자(신)과의 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  안녕 상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의 하

 척도는 수직  역인 종교  안녕 척도 10문항과 수

평  역인 실존  안녕에 한 내용 10문항  수평  

역인 훌수 번 10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각 문항

에 한 측정은 ‘매우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6

까지 Likert 6  척도로 구성되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

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으로 안녕한 것을 의미한다. 

강정호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 다.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6 이었다.

2)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

자기통제력 척도는 Kendall과 Wilcox 의 Self-control 

Rating Scale (SCRS)을 번안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수정

한 송원 (1998)의 척도를 사용하 다. 주로 인지  자기

통제와 행동  자기통제의 두 가지 효과를 측정하기 

한 목 으로 제작된 이 척도는 21개 문항을 5  Likert식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부정문항 9문항은 역환산하 고, 

총 의 범 는 21 에서 최고 105 이다. 수가 높을수

록 자기통제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Song (1998)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7 이었다. 

3) 조직몰입 척도(Organizational Commitment Scale)

조직몰입은 Meyer, Allen  Smith 가 사용한 조직몰

입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박 선(2012)의 척도를 사용

하 다. Meyer, Allen  Smith 의 원 척도에서는 규범

, 애정 , 계속  몰입 세 부분으로 나 어져 있다. 박

선(2012)의 척도에서는 선행연구 조사결과 규범  몰

입이 덜 타당하다고 여겨 각각의 하  요인에서 규범  

조직몰입을 제외한 애정  조직몰입, 계속  조직몰입만

을 측정하 다. 각 문항에 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  일치하지 않는다”를 1 으로, “매우 일치한

다”를 7 으로 하는 Likert 7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

다. 박 선(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애정  

조직몰입 .86, 계속  조직몰입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애정  조직몰입이 .84, 계속  조직

몰입 .73이었다. 

2.2.5 자료수집

해당 기  승인을 받고 연구를 하 다. 상자에게서 

설문을 거부할 수 있음과 설문의 내용은  비 에 붙

일 것등 윤리  고려에 의해 고지된 동의를 받았다. 상

자들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 고 무기명으로 일반  특성

과 3개의 측정도구 설문지를 완성하 다. 2013년 12월 1

일부터 31일 사이에 수행되었다. 

 

2.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산입력 후 SPSS WIN(ver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과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 정도

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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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gree Of Spritual Well-Being,  Self-Control
&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General Ch aracteristics                 

(N=599)

Variables

Spritual 

Well-Being
Self-Control

Organizational- 

Commitment

Mean±SD Mean±SD Mean±SD

Age

   18-19 45.3±5.79 68.9±8.27 39.9±8.33

   20-21 46.0±6.64 71.4±10.66 39.1±9.02

   ≥22 46.2±7.13 74.6±10.54 37.9±9.84

   t or F(p) 0.34(.708) 6.13(.002) 1.08(.338)

Rank

   Private 45.9±6.13 70.6±10.08 40.2±8.81

   Private Fi      

rst Class
45.4±7.02 70.0±10.22 39.5±9.25

   Corporal 46.4±6.62 73.3±10.30 38.7±9.05

   Sergeant 46.4±7.04 73.1±12.80 35.6±9.27

   Staff Ser   

geant
44.3±4.61 64.3±10.26 36.6±6.65

   t or F(p) 0.63(.640) 3.60(.006) 2.53(.039)

Religion

   Yes 46.5±6.76 71.9±10.55 39.1±9.15

   No 45.5±6.53 71.5±10.57 38.8±9.08

   t or F(p) 1.71(.087) 0.46(.645) 0.47(.63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4.2±7.15 70.9±12.34 39.8±9.00

른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 정도는 t-test와 

ANOVA로 검정하 다. 한 안녕, 자기통제  조

직몰입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 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은 p<.05로 하 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으로 연령, 계 , 종교, 최종학력, 경제상

태, 결혼상태, 친구 계, 자살시도, 음주  흡연을 조사

하 다. 연령은 20-21세가 445명(74.3%)으로 가장 많았

고, 계 은 상병이 251명(41.9%), 종교를 가진 사람이 300

명(50.1%), 최종학력은 학교 졸업자가 508명(84.8%), 

미혼이 595명(99.3%), 친구 계는 많은 경우가 350명

(58.4%), 자살시도가 없는 경우가 577명(96.3%), 음주를 

하는 경우가 396명(66.1%),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303

명(50.6%)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18-19 50(8.3)

20-21 445(74.3)

≥22 104(17.4)

Rank

Private 129(21.5)

Private First Class 166(27.7)

Corporal 251(41.9)

Sergeant 50(8.3)

Staff Sergeant 3(5)

Religion Yes 300(50.1)

No 299(49.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82(13.7)

University 508(84.8)

≥Graduated school 3(0.5)

Others 6(1.0)

Economic 

Level

High 46(7.7)

Moderate 481(80.3)

Low 72(12.0)

Marrital 

status

Single 595(99.3)

Married 2(0.3)

Divorce 2(0.3)

Relationship 

with Friends

Good 350(58.4)

So So 237(39.6)

Bad 12(2.0)

Suicidal 

Attempt
Yes 22(3.7)

No 577(96.3)

Drinking Yes 396(66.1)

No 177(29.5)

Stop Drinking 26(4.3)

Smoking

Yes 296(49.4)

No 290(48.4)

Stop 13(2.2)

3.2 영적안녕, 자기통제 및 조직몰입 정도

상자의 안녕 평균은 46.0±6.66이었으며, 자기통

제 평균은  71.7±10.55이었고, 조직몰입 평균은 39.0±9.11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the Variables          (N=599) 
Variables Min Max M±SD

Spritual Well-Being 17  60 46.0±6.66

Self-Control 44 100  71.7±10.55

Organizational 

Commitment
10  68 39.0±9.1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자기통제 및 조직몰입 정도

안녕은 학원졸업 이상인 군에서(p=.039), 친구

계가 많은 군에서(p=.000), 자살시도가 없는 군에서

(p=.004)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자기통제는 나이가 22세 이상인 군에서(p=.002), 계

이 상병과 병장인 군에서(p=.006), 친구가 많은 군에서

(p=.000), 자살시도가 없는 군에서(p=.007) 유의하게 높았

다[Table 3].

조직몰입은 계 이 이병과 일병인 군에서(p=.039), 친

구 계가 많은 군에서(p=.019)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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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46.3±6.48 71.8±10.17 38.8±9.07

   ≥Graduat     
ed school 49.6±4.72 73.3±12.74 30.3±18.44

   Others 44.3±11.23 73.8±16.72 43.5±7.17

   t or F(p) 2.79(.039) 0.31(.817) 1.64(.179)

Economic Level

   High 46.7±7.35 74.2±13.60 37.0±8.74

   Moderate 46.2±6.56 71.8±10.22 39.3±8.79

   Low 44.5±6.73 69.9±10.32 38.1±11.16

   t or F(p) 2.09(.125) 2.38(.093) 1.63(.195)

Marrital status

   Single 46.0±6.60 71.8±10.49 39.0±9.11

   Married 42.0±7.07 62.5±13.43 44.0±0.02

   Divorce 40.5±21.92 61.0±24.04 30.0±9.89

   t or F(p) 1.07(.342) 1.83(.160) 1.27(.279)

Relationship with 

Friends

   Good 47.7±5.97 73.9±10.74 39.8±9.18

   So So 44.0±6.56 69.1±9.42 37.7±8.78

   Bad 37.5±10.21 61.9±9.35 38.5±11.18

   t or F(p) 34.73(.000) 21.23(.000) 3.94(.019)

Suicidal Attempt

   Yes 42.0±7.74 65.8±9.61 39.2±7.29

   No 46.2±6.57 72.0±10.53 39.0±9.18

   t or F(p) -2.92(.004) -2.71(.007) 0.13(.895)

Drinking

   Yes 46.3±6.42 71.8±10.63 38.9±8.89

   No 45.4±7.09 71.3±9.84 38.6±9.68

Stop Drinking 46.1±7.08 74.6±13.63 42.0±8.17

   t or F(p) 1.22(.296) 1.11(.330) 1.63(.197)

Smoking

   Yes 45.8±6.79 71.6±11.16 38.9±9.57

   No 46.3±6.48 71.9±9.72 39.0±8.60

Stop Smoking 43.6±7.38 72.6±14.42 39.3±9.98

   t or F(p) 1.32(.266) 0.11(.895) 0.03(.969)

3.4 영적안녕, 자기통제 및 조직몰입 간의 상

관관계

일반  특성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력, 친구, 자살시도 경험, 나이, 계

을 통제한 상태에서 안녕, 자기통제  조직몰입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안녕은 자기통제(r=.462, 

p=.000)  조직몰입(r=.203, p=.000)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으며, 자기통제는 조직몰입(r=.178, p=.000)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N=599)

Variables

Spritual 

Well-Being
Self-Control

Organizational 

Commitment

r(p) r(p) r(p)

Spritual 

Well-Being
1 .462(.000) .203(.000)

Self-Control 1 .178(.000)

Organizational 

Commitment
1

4. 논의 

재 국방부의 자살 방 시스템 구축등의 자살사고 

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군인들의 사기 하  군 에 

한 불신을 키우는 등 수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음이 지

되고 있다[1]. 이를 통해 군인의 경우 투력뿐만 아니

라 개인 인 삶에도 부정  향을 미치는 정신 심리  

요인들에 한 재연구가 필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

련, 멘토링, 코칭 등의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

에 유의미한 정 인 직 효과를 가져온 연구[30] 등에 비

추어 볼 때, 조직 몰입을 유도하기 한 외재  동기부여

에는 물리 인 한계가 있으므로 내재  동기부여의 수단

을 구체 으로 모색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조직 몰입

과 련이 있는 직무만족과 성의 련을 본 연구에서

는 직장에서 성 로그램이 즐거움, 평온함 직무 만족, 

헌신 등의 증가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과 이직감소 등과 

같은 이로운 결과를 이끌었으며[19], 같은 의미로 이런 

이로운 계는 의미를 만들고 목 의식을 느끼고 직무를 

만족하게 하는 기본이 되고 있다[20]. 

자기 통제와 연 되어 비행이나 우울 등이  설명되고

[11], 자기통제가 증가 할수록 지연행동, 그리고 지각된 

스트 스가 감소하며[9,10], 자기통제 훈련 로그램이 

사회  기술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다[12,13]. 성과 자기 통제력은 정  상 계가 있으

므로 성과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로그램

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군에 용한다면, 정서상의 

우울이나 스트 스, 지연행동 등이 감소되고, 자기 효능

감이나 유혹에 한 항, 인내심이 증가하여 문제해결

력이 높아지고, 직무 몰입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사고

방 효과와 나아가 투력 증강을 기 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요한 

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성과 련하여 자기통제, 조

직몰입의 계를 군인에게 처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성

은 자기통제,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

다. 둘째, 성, 자기통제, 조직몰입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 공통 인 일반특성이 교우 계 다. 군 라는 폐쇄

되고 통제된 환경 안에서 내면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는 동료들과의 지지 계가 요함을 간 으로 시사하

고 있다고 단된다. 셋째, 서양과 동양의 융합되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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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깊어진 이 때, 서양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성

강화 로그램을 이해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자기

통제력 강화 로그램 한 발 시킬 필요가 있겠다. 넷

째,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발생하는 내재  갈등

이나 스트 스를 리할 수 있는 특별한 로그램 혹은 

기술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 의미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상 성 연구 결과는 병사들의  안녕과 자기통

제가 조직몰입과 정 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리  

요인  인 측면과 자기통제의 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재하고 배양하는 것은 병사들을 건강하게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성 훈련이나 자기통제를 강화할 수 있

는 로그램을 군 에서 도입하고, 심리 으로 병사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사회 , 국가

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참여자 원이 군에서 재 복무

인 병사들이므로 일반화하여 용하기에 제한을 받는

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  반의 남성만을 조사한 경우

로 군을 포함한 여러 기 에서 20  반 남성의 자살사

고 방을 한 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병사들의 삶을 건강히 하고 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

기 해서 정신 으로,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하

부요인들에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한 

성에 기 한 로그램을 용해 성  성장과 발 을 

도모하고 정신 심리  건강강화에 기여하는 로그램들

을 발 시켜야 한다. 각 변인에 공통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친 교우 계를 병  내에서 어떻게 돈독히 구축하

도록 진할 것인가에 한 세부  방법모색도 병사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는 더 폭넓은 무작  표본을 통해서 더 다양한 그룹

( 로, 성별에 따른 차이, 계 에 따른 차이, 질병 유무에 

따른 차이)들에게 범 하게 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 추후 연구는 더 폭넓은 표본 크기로 다층성(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하 요인들의 평가를 포함하여 어떤 

유형의 정신 심리  요인이 병사들에게 삶의 의미를 강

화시키고, 직무 만족을 발 시키는지 발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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