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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iddle-aged and Elderly Adult Learning on the 
Happines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안근필*, 김문섭**, 김진숙***

Geun-Pil An*, Moon-seup Kim**, Jin-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및 경북에 위치한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령 성인학습자 321명을 대상으로 조

사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50대와

2학년, 건강상태가 좋은편이다가 높게 나타났고, 행복감은 여성과 60대, 3학년, 부부만 사는 가구형태에서 높게 나타

났다. 둘째,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중 내적성장 만족과 의

미추구 만족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인 성인학생관계적응이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

과는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이 학생 관계와 심리적인 안정감 및 육체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적인 성장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향상시킴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고령 성인학습자, 대학생활적응, 행복감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dapta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adult learners to 
college life on happines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on 321 
middle-aged and older adults studying at two-year and four-year college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and elderly learners are higher for those in their 50s and 2nd grade in good health condition. 
Happiness was the highest women, 60s and those in the form of households where only couples live. Second, 
there is a static correlation between the adapta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adult learners to college life and 
happines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internal growth and satisfaction with meaning was the 
highest. Third, it was found that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fluenced happiness, 
and the adaptation to adult student relationships, which is the lower part of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had 
the greatest impact on happiness. The abov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the various positive experiences 
experienced in university life can affect happiness by easing student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hysical tension, and improving one's own satisfaction with internal growth.

Key words :  Middle-aged and elderly adult learners, College life adaptation,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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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진적인 과학 및 의

료기술의 발달은 평균 수명을 늘이는 이유가 되었고 이

외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심화 된 저출산으

로 인한 인구감소를 들 수 있다.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엘리트를 위한 교육기관이었

던 대학은 부족한 학령기 인구를 대신해 성인대학생 충

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2016년부터는 정

부차원에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으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는

노력을 시작했고, 만학도 및 취업자 특별전형을 통해

26세 이상의 성인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는 더욱더 확

대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

능 확대와 더불어 성인의 전생에 걸친 지속적인 자기계

발과 자아실현의 장이 되고 있다[6].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기존대학의 운영방식과 체제를

바꾸는 변화를 초래하였고, 대학의 대중교육, 보편교육

기관으로의 변화는 최종 학위 취득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인의 새로운 자격취득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

육기관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전국 89%의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설립되어 독학 학위제, 시간제 등록제, 학

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학위 취득과정 및 배움의 기회가

제공됨을 보고 알 수 있다[20]. 이처럼 대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운영방식의 변화와 아울러 국가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식창출 및 지식 전수 기능으

로 인적자원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8].

학령인구 감소가 성인대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유가 되기는 하였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 짧아지는

지식주기를 감당하려면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상도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학령기에 배운 지식만

으로는 삶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보

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계속 학습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중고령의 성인들이 퇴직 이후에도 평균 72세까지 일자

리를 희망하고 있어 직업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의 수

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8].

이러한 이유로 성인대학생의 대학 진학 비율은 증가

하고 있으며, 대학을 진학한 전체 1.5%의 성인학습자

중 1.1%가 45세 이상의 중고령 성인학습자로 나타났다

[19]. 중고령의 개념은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에서 중년

층과 고령층을 합한 개념인 ‘Middle-aged & Elderly

Adults’로 정의하여 중고령자를 45세 이상으로 적용하

고 있다[14]. 만학도라고 불리는 이들은 일반학령기 대

학생들과는 달리 신체적·인지적·정신적 측면에서의 다

양한 차이와 경험의 정도 차이로 인해 각 개인의 학습

준비도에 차이를 가지고 시작한다. 게다가 25년 이상의

긴 학업공백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장기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심

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12]. 또한 이들은 사회생활,

가족, 대학에서의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비용과 시간의

부족과 같은 상황적 장벽 및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습능

력에 대한 의심 등의 기질적 장벽을 가짐으로 학업 시

작 및 학업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

다. 그럼에도 대학의 운영구조나 교육제도 및 교육방법

은 기존의 학령기대학생들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중고

령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따라서 중고령 성인학습자가 중도탈락 없이 대학생

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9]. 최근

연구들을 보면 대학의 관심과 성인학습자의 학업 만족

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성인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및 가족,

직장 등 주변인의 지지에 관한 환경적 지지가 주어질

때, 대학의 문화나 제도, 교수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

를 통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적

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4, 11,

16, 17].

본인이 선택한 대학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통한 다

양한 경험은 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습자가 학습을 경험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 주

관적 희망의 감정인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2, 15].

최근까지의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만족감과 행복감에 국한되었다면 성인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이 그들의 삶의 만족감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공백이 긴 중고령 성인학습자

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이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

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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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위치한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령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370명이

참여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49명의 설문지는 제

외하고 총 3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척도는 성인대학생용 도

구 개발한 [10]의 성인대학생용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사

용하였고, 행복감은 [1]이 개발한 척도를 [13]이 수정·보

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Window 18.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

향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행복감의 일반적 경향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연령(F=2.876, p<.05)과 학년

(F=4.743, p<.05), 건강상태(F=16.759, p<.001)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50대(M=3.68)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학년에서는 2학년(M=3.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에서는 좋은 편이다(M=3.74)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p<.05, **p<.01,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t=2.056, p<.05),

연령(F=2.864, p<.05), 학년(F=5.287, p<.001), 가구형태

(F=3.11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는 남성(M=3.75)보다 여성(M=3.90)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60대(M=4.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

은 3학년(M=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부부만(M=3.94) 지내는 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N M SD t/F

성별
남 88 3.59 .453

.309
여 233 3.61 .519

연령

40대 92 3.50 .491

2.876*
50대 151 3.68 .505
60대 68 3.61 .521

70대 이상 10 3.41 .507
대학
유형

2∼3년제전문대학 118 3.60 .503
.120

4년제 대학 203 3.61 .502
입학
유형

신입학 266 3.61 .508
1.073

편입학 55 3.54 .467

학년

1학년 163 3.59 .500

4.743*
2학년 103 3.72 .541
3학년 11 3.68 .543
4학년 44 3.39 .376

직업

생산직· 기술직 71 3.56 .505

2.071

자영업 52 3.48 .429
전문직 52 3.75 .505
주부 58 3.56 .480
무직 15 3.59 .377
기타 73 3.69 .54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51 3.61 .527

.339
200∼300만원미만 65 3.67 .570
300∼400만원미만 51 3.61 .460
400∼500만원미만 65 3.57 .510
500만원 이상 89 3.60 .475

건강
상태

좋은 편이다 184 3.74 ..455
16.759**
*

보통이다 120 3.41 .513
좋지 않은 편이다 17 3.65 .567

가구
형태

부부가 자녀 100 3.52 .469

2.573
부부만 94 3.64 .489
혼자 116 3.68 .553
기타 11 3.38 .296

종교

기독교 51 3.63 .427

.560

천주교 30 3.55 .427
불교 115 3.65 .581
원불교 7 3.53 .386
무교 109 3.56 .481
기타 9 3.71 .568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Table 1.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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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2.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의 상대

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내적성장 만족과 의미추구 만족의 상관관계는

r=.727, p<.01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고, 외부상황적응과 교육의질적응은 r=.110,

p<.05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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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리육체적응 ② 교육의질적응 ③ 성인학생관계적응

④ 일반학생관계적응 ⑤ 대학공부적응 ⑥ 외부상황적응

⑦ 자아존중감향상 ⑧ 부정정서감소 ⑨ 의미추구향상

⑩ 내적성장만족

3.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들을 독립변수로 두고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23.652,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인

성인학생관계적응과 심리육체적응은 p<.001수준에서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변수 B 표준
오차 ꞵ t VIF

(상수) 1.738

심리육체적응 .192 .043 .253 4.436*** 1.483

교육의질 적응 .075 .038 .104 1.952 1.297

성인학생 관계적응 .260 .039 .360 6.538*** 1.365

대학공부적응 .013 .039 .017 .321 1.347

일반학생 관계적응 .040 .041 .055 .973 1.461

외부상황적응 -.012 .039 -.018 -.308 1.498

R2=.558 / Durbin-Waston=1.670 / F=23.652 / p-value<.001

표 4.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n Happiness

구분 N M SD t/F

성별
남 88 3.75 .616

2.056*
여 233 3.90 .545

연령

40대 92 3.75 .569

2.864*
50대 151 3.87 .561
60대 68 4.00 .547

70대 이상 10 3.69 .678
대학

유형

2∼3년제 전문대학 118 3.86 .550
.157

4년제 대학 203 3.85 .581
입학

유형

신입학 266 3.86 .555
.260

편입학 55 3.84 .635

학년

1학년 163 3.78 .565

5.287***
2학년 103 4.01 .553
3학년 11 4.09 .582
4학년 44 3.71 .535

직업

생산직․기술직 71 3.82 .667

1.107

자영업 52 3.73 .543
전문직 52 3.97 .532
주부 58 3.83 .551
무직 15 3.93 .387
기타 73 3.91 .549

월

소득

200만원 미만 51 3.85 .574

2.004
200∼300만원 미만 65 3.87 .527
300∼400만원 미만 51 4.05 .528
400∼500만원 미만 65 3.78 .557
500만원 이상 89 3.80 .611

건강

상태

좋은편이다 184 3.92 .571
2.817보통이다 120 3.77 .568

좋지 않은 편이다 17 3.78 .482

가구

형태

부부가 자녀 100 3.72 .570

3.112*
부부만 94 3.94 .610
혼자 116 3.92 .532
기타 11 3.78 .347

종교

기독교 51 3.72 .693

2.101

천주교 30 3.87 .507
불교 115 3.95 .572
원불교 7 4.06 .364
무교 109 3.78 .521
기타 9 4.09 .400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Table 2.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학생활적응 행복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대

학

생

활

적

응

① 1

② .152** 1

③ .222** .464** 1

④ .460** .141* .051 1

⑤ .362** .142* .235** .299** 1

⑥ .417** .110* .142* .329** .511** 1

행

복

감

⑦ .323** .202** .340** .143* .191** .147** 1

⑧ .287** .299** .418** .115* .189** .146** .660** 1

⑨ .343** .348** .414** .184** .257** .205** .636** .717** 1

⑩ .332** .293** .535** .184** .213** .146** .611** .690** .727** 1

표 3.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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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년층 진입 및 저출산

으로 인한 고령사회의 심화와 급진적인 과학 및 의료기

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가져왔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고, 이는 중고령 성인들의 교육기

회를 확대시켰다. 오랜 학업단절기간을 겪은 중고령 성

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은 그들의 내적 만족감, 곧 행

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

른 대학생활적응 및 행복감의 하위요소별 일반적인 경

향을 분석하고,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지 분석 및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

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은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공부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 성인학습자가 가진 특성인 신체적인 노화

및 인지적 능력의 감퇴와 긴 학업공백 과 연관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학업에 참

여하는 자체가 힘들고 이로 인해 학업이 부담이 되고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별 경

향을 정리하면 50대, 60대의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

났으며, 학년은 2학년과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고, 건강

상태가 좋은 부부만 사는 가구형태에서 대학생활적응

이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보다 다양한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수업 이외에

도 교양 및 동아리 활동 등의 과외 활동과 교육의 제반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만 사는 가구형태에서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

난 것은 손자손녀를 양육함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및

심리적인 부담이 없고, 혼자 사는 가정보다 부부간의

친밀감과 공감형성으로 외로움을 덜 느끼는 심리·정서

적인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행복감에 대한 평균은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대한 행복감은 3학년에

재학 중인 50대, 60대 여성이며, 부부만 사는 가구형태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이 높은 3학년은 신입

생과는 다른 노련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2년 동안의

대학생활로 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내적인 만족감을 얻

고 있다. 이에 기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부정적인 정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성인학습자의특성을잘활용하여자발적으로학습계

획을 설정하고 학업에 능동적으로임함으로내적성장과 성

공적인학업에이를수있도록지원이필요함을의미한다.

둘째,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과 행복감

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활적응과 행복

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중 내적성장

만족과 의미추구 만족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내적성장 만족이 높을수록 행복감

이 높아지고, 의미추구향상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성인학생관계가 좋을수록 대

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정

적인 정서가 낮을수록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전반

적인 평가와 태도인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하

위요소인 성인학생 관계적응이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 이는 긴 시간 학업단절이라는 독특한 특성

을 가진 비슷한 또래가 모여 서로 의지하고, 학교, 학업,

교수님, 리포트, 시험 등의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

함으로 대화거리가 생기고 친목도모의 시간들이 늘어

가기에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인학생관계적응을 통하여 정서적, 심리적 위

로 및 안정이 되고 이는 학업에 대한 긴장과 갈등을 해

소함으로 심리육체적응에 영향 주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을 경험

한 만학도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은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성

인학습자의 정의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 삶의 활력

획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사회활동 영역

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확대가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난 [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대

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이 학생 관

계와 심리적인 안정감 및 육체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적인 성장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향상시킴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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