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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학생의 학생활 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을 측요인으로

선정하여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부산에 치한 D 학교 1,2학년 14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고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 분석, 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 스(Ɓ= -.351, p< .01), 사회 지지(Ɓ= .210, p< .05) 회복탄력성(Ɓ= .355,

p< .01)이며 30.6%의 설명력을 보 고 회복탄력성의 향력이 가장 높았다. 스트 스의 하 요인인 인 계스트 스와 학

업스트 스는 부 인 향을 미쳤다. 한, 사회 지지 친구지지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회복탄력성 하

요인으로는 생활만족도와 원인분석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한,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의 계에서

스트 스는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해 스트

스를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략이 필요하고 이를 한 로그램 개발 방안에 해 제언하 다.

주제어 :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학생활 응,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the 

university life as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45 

college students in Busan, an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were stress (Ɓ = -.351, p <.01), social support(Ɓ = -.210, p <.05) resilience (Ɓ = .355, p < .01), 30.6% 

explanatory power, and resilienc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the sub-factors of stress, interpersonal 

stress and academic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In addition, friendship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subscale was life satisfaction and cause analysis ability. In addition, stress was 

found to be part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Based on this 

study, the strategies for lowering the stress, improving the resili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college life adaptation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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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생시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의 의존 인 계를 벗어나는 요한 시기이다. 학생

들은 학생활 미래를 해 지식을 쌓고 흥미와 심

분야를 찾아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 진출 재정 인 독립에

한 고민과 부담을 느끼고 학생활 응의어려움도 함께

겪게 된다[1]. 학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면 학업수행

능력 하 사회 계의문제를야기하고 졸업후 직

업선택과 사회 역량 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활 응은 학생에게 매우 요한 문제

이다[2]. 한, 학생활부 응은 도탈락률 증가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의 경쟁력을 낮추고 학의 경

쟁력과국가의경쟁력까지 하므로 학에있어서도매우

요한 과제이다[3]. 그러므로 학에서는 학생의 성공

인 학생활 응을 해 이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을 악하고그에따른해결방안을찾을 필요가있다[4].

선행연구에서는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서인식 등 개인요인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며[5], 외부요인으로는 스트 스, 교

수와의 계, 상호작용등이 제시되고있다[6].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요인으로는 회복탄

력성을, 외부요인으로는 사회 지지와 스트 스가 학

생활 응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 다.

한편 학생활 응은 학교에서 학업과 련된 생활

과 인 계 사회생활에 응하고심리 스트 스에

해 히 처하며 자신의 학교나 학생에 한 반

인 애착, 호감, 유 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즉, 학

생이 학의 구성원과 학의 환경에능동 으로 상호작

용하고 성공 으로 학생활을 하며 높은만족감을 느끼

는 과정을 의미하며[8,9], 스트 스는 이러한 만족감에 부

정 인 향을 가능성이 크다.

스트 스란 외부환경에서 유해한 자극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심리 , 정신 반응이다[10].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이나 극 처방식, 사회 지

지 등이 낮아져 학생활 응을 어렵게 만든다[11].

학생들이 스트 스 상황에서 스트 스에 처할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안정 으로 학생활에 응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12,13]. 스트 스는 학생활 응의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14], 이 변인을 학생활 응

을 측하는 변인으로 선정하 다.

사회 지지는 환경 인 변인으로 사회 계를 통해

서 얻어지는 정 인 자원을 의미한다[15]. 사회 지지

는 정서 지지의 한 형태이며 스트 스 극복과 문제해

결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학생활 응을 높일 수 있

다[16]. 즉, 사회 지지가높을수록환경에 한 응력을

높여 학생활 응수 이 높게 나타난다[12].

한, 회복탄력성은 스트 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 인 능력으로 환경과 유연하게 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감정을 조 하는 내 인 힘이다[17]. 회복탄

력성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

하며 새로움을 추구한다[18]. 이러한 능력은 변화하는 환

경에 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 인 능력이다[19]. 즉,

회복탄력성은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정성, 계성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학생활 응에 매우 요한

요인이다[20].

이처럼 학생의스트 스[3,21-23], 사회 지지[12,15,16],

회복탄력성[1,24]변인은 학생활 응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다. 그동안 학생활 응과 련한 연구는

주로 개인 변인에 을 맞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사회·환경 특성을 포함한 인과 계 분석은 미흡한 편

이었다[18,25].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 인 변인

(자아존 감, 애착,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 완벽주의,

성)들을 다룬 연구들이 많았고, 부정 인 변인들을 다

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 다[53]. 하지만, 학생활 응에

있어 정 인 요인을 진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 요

인을 이는 부분도 매우 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부정 변인인 스트 스를 포함하여 연구를

설계하 다. 즉, 개인 변인으로는 회복탄력성을, 사회·환

경 특성을 포함한 외부변인으로는 스트 스와 사회

지지를 선택하여 연구모형을 상정하 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학생의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이 학

생활 응을 측하는지 규명하고, 사회 지지와 학생

활 응의 계에서 스트 스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여

학생활 응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높이기

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생활 응에 스트 스, 회복탄력성, 사

회 지지는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의 계에서

스트 스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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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적 경 

2.1 스트레스  학생활적  계

스트 스는 인간의 신체와 심리 건강에 향을 주

는 요인이다. 스트 스는 반응으로서의 스트 스, 자극으

로서의 스트 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 스로 정의된

다[26]. 각각을 살펴보면, 반응으로서의 스트 스는 외부

환경에서 유해한 자극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심리 , 정

신 반응을 의미한다[10]. 자극으로서의 스트 스는 외

부환경의 잠재 , 실재 자극 그 자체를 스트 스라고

정의한다[27].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 스는 반응으로서

의 스트 스와 자극으로서의 스트 스의 개념을모두 포

함한 좀 더 넓은 범 의 스트 스를 의미하며 외부환경

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에 상호작용의 결과이다[28].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자아정체감, 진로, 부모로부터

의 독립과 련한 스트 스 상황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스트 스는 신체 , 정신 건강과 인 계에도 향을

미치고 우울과 불안을 유발한다[29]. 최근 11년간 발표된

학생활 응 련 문헌 분석결과에서도 학생활 응

에 요한 세가지 변인 하나가 스트 스라고 밝혔다

[30]. 이러한 스트 스는 학생활 응에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14].

학생의 스트 스와 학생활 응에 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학생의 스트 스가 학생활 응에 향

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21,22]. 김지 외[22]의

연구에서는 스트 스는 학생활 응에 부정 인 향

을 주고 스트 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생활 응 수

이 낮았다. 특히 인 계 스트 스와 학업에 한 스트

스[22]가 높았다. 인 계 스트 스는 인간 계에서

오는 스트 스를 의미하고, 학업에 한 스트 스는 공

부나 성 과 련된 스트 스를 의미한다. 박진화,이은경

[18]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스트 스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주었고 교수자와 학습

자와의 정 인 상호작용의 요성을 강조하 다. 학년

이 높아질수록 개인 여가시간 부족으로 학업스트 스

는 더 높아진다고 하 다[45]. 인 계스트 스를 낮추

기 해서는 응지도나 응 련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 이다[32].

2.2 사회적지지  학생활적  계

사회 지지는 개인이 사회 계로부터 제공받는 모

든 형태의자원을 말한다[15]. 개인이 가족, 친구, 주요 타

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얻게 되는 정 자원(충고, 문제

해결을 한 도움 등)이라고도정의 내릴 수있다[32]. 이

러한 정의를 토 로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상황에서 겪

게 되는 심리 , 생리 측면의 부정 효과를 낮춰주고

환경에 한 응력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불린다[33]. 그

동안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간의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수 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3,23,34]. 구체 으로는,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나타냈다[34]. 원희, 조명주, 나 주[3]의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가 학생활 응 수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

고 교사나 학생간 함께상호작용 할 수있는다양한 로

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송진열[23]

의 연구에서도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모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교수, 친구의 순으로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

지지가 가진 정 인 역할이 학생활 응력을 높이

는데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사회 지지를 높이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 다.

한, 선행연구[52]에서 보건복지 공 학생의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 학업스트 스의 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 스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에, 타 공 학생들을 상으로도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

한 시도는 학생활 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론

근거가 될 것이다.

2.3 회복탄력 과 학생활적  계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정신 항력을 의미하며

[35],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37]. 회복탄력성은 심리 건강성, 회복력, 탄력성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37,38]. 즉, 개인의 결함이나 약

보다는 환경에 유연하게 응하는 능력과 자원을 뜻한

다[36].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고 환경요인의 상

호작용에 향을 받는다[39]. 회복탄력성의 구성 요인은

개인 특성과 외 특성(부모자녀 계, 래 계, 학교생

활)으로 나뉘며 매우 다양하고 범 하다[40]. 홍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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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은 회복탄력성을 개인 내부자원(원인분석능력, 감정

통제력, 충동통제력, 생활에 한 만족, 낙 성), 개인 외

부자원(부모-자녀 계), 사회성( 인 계, 커뮤니 이션

능력, 공감능력)으로 구분하 다. 신우열 외[41]는 통제

성, 정성, 사회성의 세가지로 구분하 다. 통제성은 스

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 하는 능력이고 하 요인으

로는 감정조 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이 있다. 정

성은 정 정서를 키워 행복해지는자기통제력을 높이

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주어 인 계능력을 향

상시킨다. 하 요인으로는 자아낙 성, 생활만족도, 감사

하기이다. 사회성의 표 인 는 인 계능력이며 하

요인으로는 계성, 커뮤니 이션능력, 공감능력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잘 알아차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 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1]. 최근 회복탄력성에

한 개념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학생의 회복탄

력성을 다룬 연구는 매우 으며[17], 학생활 응의 어

려움을극복하기 해서는 정 이고능동 인 조 능력

으로서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24].

회복탄력성과 학생활 응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의 수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17,24].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높이

기 해서는 정성을 강조하 고, 정 행동이 확

되기 한 습 이 필요하고[1], 교과외 로그램을 개발

하여 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7]. 즉, 정의 뇌로 변

화시키고, 행복의 기 을 높이며, 스스로의 강 을 발견

해야 한다[24].

3. 연

3.1 연 상  절차

부산에 치한 D 학교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1,2학년

145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최종 으로, 불성

실한 응답 15부를 제외하고 130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3.2 연 도

3.2.1 학생활스트레스

겸구, 김교헌, 이 석[29]의 학생용 생활스트 스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검사도구는 총 5가지(경제

스트 스, 장래스트 스, 가치 스트 스, 학업스트

스, 인 계스트 스) 역, 67문항으로 구분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 계스트 스와 학업스트 스가 미

치는 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22], 학업스트

스와 인 계스트 스만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학

업스트 스( :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무 많았

다), 인 계스트 스(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의 2요인 총30문항(학업스트 스:7문항, 인 계스트

스:23문항)의 5 척도로 구성되었다. 합산 수가 높을

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 요인의

Cronbach's α 는 학업스트 스 .75, 인 계스트 스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업스트 스 .83, 인 계스

트 스 .89이다.

3.2.2 회복탄력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41]의 회복탄력성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검사도구는 총 9가지 하 요인(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충동통제력,감사하기,생활만족도,낙 성, 계

성,커뮤니 이션능력,공감능력)으로 각각 3문항씩 총 27

문항이다. 5 척도이며 합산 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는 .90이다.

3.2.3 사회적지지

Zimet, Dahlem, Zimet, Farley[42]의 사회 지지 도구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 다. 하 요인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특별지지의 세가지 역으로 구성되었다. 총 12문항이며

5 척도이며, 측정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Cronbach's α 는 .85이

고, 본 연구는 .90으로 나타났다.

3.2.4 학생활적

본 도구는 Baker & Siryk[7]이 개발한 학생활 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를 개발하고 이윤정[4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5가지 하 요인(학업 응, 사회 응, 정서

응, 신체 응, 학에 한 애착)으로 구성되었다. 각

각 5문항씩 총 25문항이며 부정 인 문항들은 반 로 채

된다. 원도구의 Cronbach's α 는 .85 고, 본 연구는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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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간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학생활 스트 스, 사회 지

지, 회복탄력성, 학생활 응간의 계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상 분석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는 회귀모형에 포함될 변수를 선택하는 방

법으로 단계선택법을 사용하 다.

4. 연 결과

4.1 술통계  상  

학생의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학

생활 응에 한 기술통계 상 분석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사회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회복탄력성, 학생활 응, 스트 스 순으로 나타났

다. 표 편차도 사회 지지가 가장 높았고, 스트 스, 회

복탄력성, 학생활 응 순으로나타났다. 모든 변인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이 있다고 나타났다. 하 변

인간의 상 계 분석결과, -.393~.629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측정 변인들 간에 .90 이상의 높은 상 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1 2 3 4

1. Stress -

2. Social support -.393** -

3. Resilience -.229** .629** -

4. College life
adjustment

-.432** .401** .435** -

Average 2.513 4.03 3.50 3.25

Standard deviation .453 .601 .448 .383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n=130)

4.2 학생활적 에 한 다회귀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이 학생활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회귀분석시 다 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최 가 .953, 분산 팽창요인 값이 1.049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학생활 응에 해 회복탄력성은 Ɓ =.355로 정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t = 4.676, p < .05), 사회 지지

는 Ɓ =.210으로 정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며(t =

2.075, p < .05), 스트 스는 Ɓ =-.351으로 부 으로 유의

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621, p <

.05). 이는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

활 응이 높아지고, 스트 스가 낮을수록 학생활 응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 설명력은 체

변량의 30.6%로 나타났다.

Variable B *SE Ɓ t p
R2

(adj,R2)

social
support

.113 .156 .210 2.075* .040
.306
(.295)Resilience .273 .058 .355 4.676** .000

Stress -.252 .055 -.351 -4.621* .000

(Constant) 57.546 8.490 8.36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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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ollege 

Life Adjustment                    (n=130)

학생활 응에 한 스트 스의 하 요인분석 결과,

스트 스의 하 요인인 인 계스트 스(Ɓ = -.282, p

< .05)는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학업스트 스

(Ɓ =-.326, p < .05)는정 으로유의한 향을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는 학생활 응을 22.2% 설명

하고 있다(Table 3 참고).

Independent
Variable

B *SE Ɓ t p
R2

(adj,R2)
F

Interpersonal
stress

-.231 .065 -.282 -3.535** .000
.222
(.210)

18.122
Academic
stress

-.696 .170 -.326 -4.085** .000

(Constant) 121.178 4.500 26.926 .000

**p<.01

Table 3. Analysis of Sub-Factor of Stress on College

Life Adjustment                     (n=130)

학생활 응에 한 회복탄력성의 하 요인 분석 결

과(Table 4 참고), 회복탄력성의 하 요인인 생활만족도

(Ɓ= .372, p < .05), 원인분석력(Ɓ =.210, p < .05) 순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하 요인들은 학생활 응에 통계 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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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회복탄력성은 학생활

응을 23.4% 설명하고 있다.

Independent
Variable

B *SE Ɓ t p
R2

(adj,R2)
F

Life
satisfaction

1.447 .320 .372 4.524** .000
.234
(.222)

19.439
Cause
analysis

1.182 .462 .210 2.557** .012

(Constant) 74.762 3.726 20.064 .000 - -
** p<.01

Table 4. Analysis of sub-factors of resilience to 

College Life Adjustment             (n=130)

학생활 응에 한 사회 지지의 하 요인 분석 결

과(Table 5 참고), 사회 지지의 하 요인인 친구지지가

(Ɓ = .437, p < .05)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와 특별지지는 학생활 응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사회

지지는 학생활 응을 19.1% 설명하고 있다.

Independent
Variable

B *SE Ɓ t p
R2

(adj,R2)
F

Friend
support

2.463 .448 .437 5.503** .000
.191
(.185)

30.283

(Constant) 61.076 6.211 9.834 .000
** p<.01

Table 5. Analysis of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on College Life Adjustment         (n=130)

4.3 사회적지지  학생활적  계에  스트레

스  매개효과 

Table 6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스트 스는 1단계에서

종속변인인 학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 고

(Ɓ = .437, p < .01), 2단계에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

한 유의하 다(Ɓ = -.393, p < .01). 3단계에서 스트 스

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도유의하 다(Ɓ = -.432,

p < .01). 4단계에서 사회 지지와 스트 스를동시에 회

귀모형에 투입하여 학생활 응을 측한 결과, 매개변

인인 스트 스가 종속변인인 학생활 응에 미치는 효

과는 1단계에 비해서감소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여(Ɓ

= .273, p < .01),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과의 계에

서 스트 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참고).

Fig. 1. Mediating Effects of Stress between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step variables SE Ɓ t p
R2

(adj,R2)

1step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justment
.125 .401 4.948** 24.486

.161
(.154)

2step
social support->

stress
.175 -.393 -4.832** 23.349

.154
(.148)

3step
stress ->

college life adjustment
.057 -.432 -5.423** 29.412

.187
(.180)

4step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justment

.129 .273 3.268**

21.156
.250
(.238)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justment
.060 -.325 -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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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ediation Analysis of Stress between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130)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검증하기 해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의 계에서

스트 스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07, p < .05).

5. 결론  논  

본 연구는 학생의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

성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과 스트 스의 매개역

할을 규명하고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한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 다.

첫째. 학생의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학생활 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회복탄력성, 학생활 응, 스

트 스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스트 스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학생활 응의 상 계를 살펴보

면, 학생활 응은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과는 정



학생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회복탄력  학생활적 에 미치는 향 7

상 계를 보 고 스트 스와는 부 상 계를 보

다. 즉, 학생의스트 스가 낮을수록, 인 ·물 ·주 환

경으로부터의 안정 인 지원을 받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생활에 잘 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23,4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면, 스트 스(Ɓ= -.351, p < .01), 회복탄력성(Ɓ= .355, p

< .01), 사회 지지(Ɓ= .210, p < .05)로 30.6%의 설명력

을 보 고, 회복탄력성이 가장 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18,23]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학생활 응 수 을 높이기

해 스트 스를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18]와 같이, 스트 스가 학

생활 응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고 하

역( 인 계스트 스, 학업스트 스)에서도 학생활

응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역

별로 살펴보면, 인 계스트 스를 낮추기 해서는 타

인과의 친 감 형성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능력을 개

발하여 성숙한 인 계를 구축하는 노력이필요하고

학 차원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업스트 스의 경우에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신

뢰의 계를 통해서 낮출 수 있기에 교수자와 학습자간

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18].

한, 사회 지지가 높은 사람은 자아정체감이 높아

타인과 계를 맺고잘 응할 수있지만그 지않은 경

우에는 인 계에서 축되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46].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회 지지의 자원 친구

지지에서만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시기에 타인과의 계 맺음을통해 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생

간의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학생활 응을 높일수 있도

록 도와주고,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 로그램을 개

발하여 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회복탄력성이높을수록 학생활 응 수 이 높

았으므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환경의 향을 받는요인이기에 세부

환경 요인에 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고 회복탄력성

강화를 해 생활만족도와 원인분석력을 강화하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결과를 통해 스트

스와 회복탄력성이 학생활 응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넷째,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의 계에서 스트

스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

연구[5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보건 복

지 공 학생을 상으로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

간의 계에서 학업스트 스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 스가 사회 지지 요인의 완충

역할을 하고 학업스트 스(공부나 성 과 련된 스트

스) 정도를 낮추면 학생활 응 수 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이는 동일한 사회 지지를 경험하더라도 스트 스의

수 에 따라서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이 다름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 으로 학업스트 스와

인 계 스트 스를 낮추기 한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학생활 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학생활 응을 높이는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트 스에 능

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스트 스 처방식을 교육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47] 보 할 필요가있다. 특히 학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나 입학 기에 학습 환경

에 한 안내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방식에 한 안내와

함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22]. 스트 스의 역 인 계 스트 스 측면에

서는 어떤 상(가족, 이성, 친구, 교수)과의 계에서 오

는 스트 스인지를 악하고 그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거

나 효율 인 스트 스 리방안을 세우도록 도와 련

처 략능력을 길러야 한다[48,55]. 한, 인 계 측면

에서의 응지도나 응지원 로그램을 개발하여 극

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32].

학업스트 스 측면에서는 교수자와의 정 인 상호

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자기조 능력

신장을 통해서 학업스트 스를 리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21]. 한, 시험으로 인한 부담감을 이기 해서는

학업에 부진한 학생을 상으로 하는 학습방법 상담도

도움이 될 것이다[54]. 즉, 지속 으로 련 교육을 실시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스트 스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

책을 제시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있다면 좀더

효과 일 것이다.

둘째, 사회 지지 친구지지를 높이기 해서는멘토

링 로그램과 래서포터즈 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멘토링 로그램은 학생들이 사회 지

지를 경험하게하고 학생활 응에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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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49]. 이러한 로그램은 선배를 멘토로 하거나

혹은 친구간 래서포터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의 학과 응력과 인 계를향상 시키고

고 험군 학생을 상담 센터로 안내하는 기회가 될 것이

다. 따라서 사회 지지 로그램이 정기 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문 인 상담이 포함되도록 한다면 효

과 인 략이 될 것이다[44]. 특히 선·후배, 친구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분 기를 조성하는노력이 뒷받

침 되어야 한다.

셋째,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강화하기 한 략이 필

요하다. 특히 생활만족도와 원인분석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에 삶에 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신 하게 생각한 후 해결하려

고 노력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스스로 감정을 인

식하고 조 하는 능력, 상 방의 입장에서 사교 인 행

동으로 표 하는 능력 등 다양한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차원에서는 감정 조 능력 배양을 한 교육

로그램이나 인성 심의 교육 로그램, 감사나 정성을

주제로한 로그램[1]이 개발된다면 회복탄력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50]. 이처럼 교과외 로그램을 개발하

여 극 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7]. 즉, 학교

1학년부터인성함양 로그램이나성격유형 검사에 참여

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성향을 악한다면회복탄력성 증

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회복탄력성 로그램 개발과 련하여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박기령,신동윤[51]이 20년치의 회복탄력성 증진

집단 로그램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담이론이 가

장 많이 활용되었고 그다음은 멘토링, 보호요소 다.

로그램은 도입(자기소개, 계형성활동, 목표설정활동),

본활동( 계 다루기, 자기이해, 정서다루기, 정에

맞추기, 인지 다루기, 학습 다루기), 마무리(피드백 다

짐하기, 소감나 기)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회복탄력성은 사회 계의 역동 상호작용의 과정이므

로 다차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고 하 다[51].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해

교과외 로그램 개발시 사회 지지 체계(가족지지, 특

별지지 교수멘토링, 친구지지)에 따라 로그램을 다

르게 개발하여 용한다면 좀 더 효과 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개인 변인(회복탄력성)과 사회·환경변인(스

트 스, 사회 지지)을 사용하여분석하 고, 회복탄력성

과 스트 스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간의

계에서 스트 스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 이를 통해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한 방안을 마

련하 다는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론 논의를 토 로 연구의 한계 과 추가

인 방법론의 제언은 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는부산

지역의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학교 1,2학년을 상으

로 이루어져 연구의 상이 제한 이었다. 그러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확 하여 지속 으로 학생

활 응 측변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이자기보고식검사이므로 학생의 주

단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불성실한 응답

과 왜곡된 응답의 가능성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찰

법, 면 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토 로한 분석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변인에서 인 계스트

스와 학업스트 스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생활

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는 진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역별 스

트 스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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