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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Ego-Identity on College Life 
Adaptation

장현정*, 이윤정**

Hyun-Jung Jang*, Yun Jeong Le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학교 신입생 210명을 연구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

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WIN22.0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대학생활적응과 학과만족도(r=.216, p<.001), 자아정체감

(r=395, p<.001)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

계값은 12.22, 유의확률은 .000으로 제변수들이 유의수준 0.1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생

활적응도를 44%가 제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제변수들을 고려하여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대학생

들의 적응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대학생활적응,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 신입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daptation,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given on 210 freshman, an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WIN 22.0.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 = .216, p 
<.001) and Ego identity (r = 395, p <.001).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l predicted 
to College life adaptation, the F statistic value is 12.222 and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is .000. Variables have 
significant explanations for college adjustme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0.1. College life adaptation is also 
explained by 44% variable. If we develop the adaptation program for college life considering variabl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adaptation ability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life adaptation, Department Satisfaction, Ego-Identity, Perceived Stress, Fre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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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시기는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자아정체

감 확립과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학업과 진로를 결

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 고등학교 시기에 대학입시

를 목표로 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

경에 노출되면서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1].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은 점점 높아져 2018년

69%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라고 한다[2]. 양적인

증가는 하지만 대학생의 중도탈락률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3], 대학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중도탈락 또

는 학교 이동계획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4].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시절과 다른 환경과 역할변화로

인해 적응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이 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스트레스 원이 되고 있다[5]. 또한, 우리

나라 대학의 입시는 한번 전공을 선택하면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에 대해 대학생이 되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대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면,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7] 학과만족도를 적응의 중요한 요인으

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불만족 요

인을 제거하고 만족요인을 발전해 나가는 것은 학생과

대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대학을 다니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

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청소년기에는 대게 자아정체감이 충분히 형성

되었다기보다는 형성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사회적 현

실속에서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

며, 대학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자아정체감이 형성하지 못

하면 불확실감, 불안정감, 단절감 등의 감정으로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복잡

한 구조와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청소년들에게 내면

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켜 적응이 더 어려워 질 수 있

다[8].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 자

아존중감, 자기주장성, 가족형태,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

독립과정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

며[9,10], 전공학과의 적응은 진로 및 취업동기, 학업동

기, 학업기술등이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11].또한

개인내적 요인으로 인해 부적응을 경험하는데, 우울 및

불안[12], 자아정체감[13], 자아존중감[14]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내적요인임을 보고하였고,

이 외에도 자아개념과 대학생의 부적응을 개인적인 관

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변인을 설정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현상 자체보다도, 개

인의 의한 지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추세이다[15].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은 대학생

활 적응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시행

하고 있지만, 매년 부적응 신입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3]. 세대의 변화가 큰만큼 변화하는 청소년기

의 성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데 계속적인

기초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신입생들의 학과만족

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정도

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새로운 적응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신입생들의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2)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대학 신입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 정서 및 스트

레스 중재와 대학생활 적응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재전략

을 제시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

계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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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교 신입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 작성

이 가능한 자이다.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인 편의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다. 표본수 선정기준은 선행연구

에서[16] 보고한 자아정체감과 대학적응 간 상관관계

r=.79 에 따라 효과크기는 r=.80, power=.80, a=.05로 설

정하고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180명이 요구되

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23부로, 이중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부실한 13부를 제외한 210부가 분석에 이용되어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충분하다.

3. 연구도구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자

아정체감 도구를 16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내적일

관성을 높게 만든 도구를[17] 사용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1로 나타났다.

2) 지각된 스트레스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18] 사용하였다.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

스 척도는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

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현재 경험되는 스트레스 수

준에 관한 매우 직접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10

문항으로 긍정적 지각 4,5,6,7,8문항과 부정적 지각

1,2,3,9,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긍정적 지각 5문항은

역채점 된다. 문제 상황이 개인을 넘어선다고 지각 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기능적이지 못한 스

스로를 평가한다고 볼 수있기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문

항들을 부정적 지각으로 명명하였으며 부정적 지각은

개인이 일상에서 예측통제가 불가능하고 압도 당한다고

지각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문제상황

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기능적인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에 해당

되는 문항을 긍정적 지각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적 지각

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하

며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634, 긍정적

스트레스 Cronbach’s α=.703, 부정적 스트레스

Cronbach’s α=.623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 적응도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를 기초

로 한국인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19]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5문항(3,4,5,6,7), 사회적응 2문

항(1,9), 개인-정서 적응 1문항(8)으로 구성되어있고,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43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

통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정규분포는

개별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하였다.

3)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18.88±1.79세이고, 여자가 71.7%(151

명), 남자가 28.1%(59명), 인문계열이 61%(128명), 자연

계열이 39%(82명)였다. 종교를 살펴보면, 45.7%(96명)가

무교, 36.2%(76명)이천주교, 14.8(31명)이 기독교이고, 가

정경제수준은 52.4%(110명)가 “중”수준이며, 가족분위기

는 68.6%(124명)가 “화목”하며,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75.7%(159명)가 ‘초혼’상태였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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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만족도

자아

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학과

만족도
1

자아

정체감
.401** 1

지각된

스트레스
-.126 -.460** 1

대학생활

적응
.216** .395** -.079 1

변수
No.

items
M SD

학과만족도 1 3.73 .73

자아정체감 16 57.33 8.86

지각된 스트레스 10 20.42 4.43

긍정적 지각

스트레스
5 9.95 2.89

부정적 지각

스트레스
5 10.48 3.09

대학생활적응 8 24.78 4.09

학업적응 5 15.37 3.00

사회적응 2 6.44 1.61

개인-정서적응 1 2.96 1.05

변인 범주 M±SD or N(%)

나이 range : 18∼35 18.88±1.79

성별
여자 151(71.9)

남자 59(28.1)

소속
인문계열 128(61)

자연계열 82(39)

종교

무교 96(45.7)

기독교 31(14.8)

천주교 76(36.2)

불교 4(1.9)

기타 3(1.4)

경제수준

상 25(11.9)

중 110(52.4)

하 75(35.7)

가족분위기

매우화목 60(28.6)

화목 84(40.0)

보통 60(28.6)

불화 5(2.4)

매우불화 1(.5)

부모님 결혼상태

초혼 159(75.7)

재혼 14(6.7)

별거 5(2.4)

이혼 24(11.4)

부/모 사망 8(3.8)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f this study (N=210)

2.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

레스, 대학생활적응 정도

학생들의 학과만족도는 52.4%(110명)가 “만족”,

31.9%(67명)가 “보통”, 12.4%(26명)가 "매우만족“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정도는 16문항을 1점~5점으로 평

가하여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57.33±8.86이었고, 최저 37점에서 최대 79점까지의 분포

를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10문항을 0점~4점으로 평

가하여 20.42±4.01이었고, 최저 7점에서 최대 33점까지

의 분포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8문항을 1점~5점으

로 평가하여 27.82±4.20점이었고, 최저 9점에서 최대 35

점까지의 분포를 보였다.<표2>.

표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21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210)

3. 제 변수들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대학생활적

응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r=.216, p<.001), 자아정체감

이 높을수록(r=395, p<.001)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낮은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정체감

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학과만족도에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r=-.460 p<.001) 지각된 스

트레스가 높고,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r=.401, p<.001)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표3>.

표 3. 제 변수들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 (N=21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N=21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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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Β 표준오차

학과

만족도
.223 .389 .040 .573 .567

자아

정체감
.214 .036 .464 5.929 .000

지각된

스트레스
.080 .067 .087 1.189 .236

R²(adj.R²)=.439(.193), F=12.222

4.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제 변수들이 대

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상관

계수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과 공차한계(tolerance)나

분산팽창계수(VIF)의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공

차한계의 값이 .1이하이거나, 분산팽창계수의 값이 10이

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나 본 연구에서

는 공차한계 값이 모두 .1이상이었고 VIF의 최대값이

1.1556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종속변수로는 대학생활적응

을 투입하였고, 독립변수로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

각된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값은 12.222, 유의확

률은 .000으로 제변수들이 유의수준 0.1에서 대학생활적

응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적응도를

44%가 제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자아정체감

이 높을수록(=.214, p〈.001)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N=210)

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o explain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N=210)

Ⅳ. 논의

대학교 신입생들의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새로운 적응프

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

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이 관련성을 보였고, 대학생활적응은 정도는

27.82±4.20점 이었으며, 제 변수 중 특히 자아정체감이

44%의 영향력을 보였다.

대학생활 고위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도[19]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와는 다른결

과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들은 전문직종으로 졸업시 역

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공영역이 확실히 정해져있고,

일반 대학생들보다 학과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반

응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만족

할수록 중도탈락 또는 학교 이동계획의 가능성이 낮다

는 연구결과로[20] 학과만족도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전공영역이 정해져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입학설명

회 자료를 넘어선 충분한 설명과 집중하여 탐색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신입생 설명회시 학과관련 정보

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선후배와 학과교수와의 관계에

서도 면밀하게 유지하며 면담시 필요한 내용을 개별적

으로 파악하여 맞춤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전공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특강 강사로 참여하여 전공

과 연계된 직업을 간접체험하도록 하여 기대와 흥미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아정체감은 357.33±8.86점으로 나타났고, 보통이상

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현실속에서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며, 대학생활적응 뿐

만 아니라 대학생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도를

44%가 제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의 선행연구와 일치

되는 결과를 보였다[21]. 자아정체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지금 이시기에 자아정체감의 형

성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입시 위주의 청소년

기를 보내왔다면 대학에서는 교과중심의 학습보다는 높

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인성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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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스트레스는 20.42±4.01점으로 나타났고,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

와 대학생활적응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

행연구와[22]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이 진로선택이나 취업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편

견을 경험함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또래 남학

생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며

[22]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요인으로 해석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여학생이 71.9%이지만, 취업이나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별에서

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회

에서 여학생들이 취업이나 진로, 구직 과정에서 남학생

보다 현실적인 진로 장벽을 호소하며 이는 더 많은 스

트레스와 부적응적인 대학생활 노출로 예측할 수있다.

그러나, 전공영역과 진로가 정해져 있는 과들이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취업이나

진로 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다른요인도 분석하여 실질

적인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이를 동기화

시키고, 상담 한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효과적으로 도움

이 될 것이다[23].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새로운 적응프

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제 변수들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상관성조사연구로 210부가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도구는 한국

형 자아정체감도구,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대학

생활적응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대학생활

적응을 투입하였고, 독립변수로 학과만족도, 자아정체

감, 지각된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학과만족도

가 높을수록(r=.216, p<.001),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r=395, p<.001)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로 대학생

활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F 통계값은 12.222, 유의확률은 .000으로 제변수들

이 유의수준 0.1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으며, 대학생활적응도를 44%가 제변수에 의해 설

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은 대학

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고,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214, p〈.001)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 지각된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 적응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제변수들을 고려하

여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대학생들의

적응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향후에는 전공과 개인의 내적요인을 파악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변인들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필요

하며 제안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대학에서 다양하게 활

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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