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평가연구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2009, Vol. 2, No. 1, 1-18.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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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
고,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설명력을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실
질적인 적응상담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205명과 여학생 252명, 총 457명을 대상으로
정서표현갈등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는, 정서표현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못하고, 정서표현갈등 수준이 낮을수
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표현갈등,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표현갈
등 중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에서는 일반적인 효능감이 낮은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설명력
을 살펴보면, 일반적 효능감,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사회적 효능감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학생이
대학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요어 : 정서표현갈등,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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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형태와 가족관계,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로

서 론

부터의 독립과정 등 다양한 변인이 대학생활
대학에 오면 많은 학생들이 적응의 어려움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김효원,

을 느끼게 된다. 꽉 짜여진 수업에서 수동적

2005).

으로 지내왔던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대학에

적응이란 자신의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조화를 구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이다

된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성격과 적응의

(진수경, 1995). 대학생 시기는 생활의 전반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상담실

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에 온 학생 중 33%가 성격과 적응의 문제를

또한 이 시기에 획득되고 형성되는 적응 양식

호소하였다(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5).

은 청년기 이후 성인기에 있어서 개인의 적응

중․고등학교 때에는 우수한 학업 성적의 성

체계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진

취가 자아정체감이나 자율성의 발달보다 더

수경, 1995),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한 개인적,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로 인하여 한국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청소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많은 도전과

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직면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동안 그들은 중․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체계적, 객관적으

고등학교 때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자아를 탐색

로 분석하여 학생 자신의 대학생활적응을 돕

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며, 직업진로, 성

고 나아가 학생지도 계획이나 실천에 필요한

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조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수진, 2000).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의 타율

것이라고 판단된다(김소라, 2003).

적인 생활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자기 의지적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입시로 인해 고등학

이며, 자기 통제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이런

교까지 수동적인 학교생활을 함으로 대학생에

낯선 상황으로서의 대학생활은 그들에게 적응

게 필요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전략 또는 대처 매커니즘의 도전으로 생각되

지니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김은정(1992)은

어질 수 있다(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대

1995).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

한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전

운 환경에의 적응, 확장된 대인관계, 변화하는

반적인 개인의 특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학업평가,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과거 중․고

지각 정도, 대처 양식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등학교 시절의 타율성과 현재의 자율성 사이

있어 개인을 보호해주거나 혹은 더 취약하게

의 과도기를 더욱 절감하고 있다(박선영, 2003).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학시기는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다양한

또한 대학생들은 새롭고 다양한 친구들을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보다 나은 적응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서를 얼마

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나 잘 표현하고 받아들이는가가 적응을 가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서는 분노,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효율적

공포, 환희와 세분화된 상태로서 정서적으로

인 문제해결이나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성, 가

자극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적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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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임창재, 1997).

정(1997)은 정서표현갈등과 우울이 유의미한

모든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우울은 개인적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갈등을 겪어 보

응의 중요한 요소이자, 대학생활적응에서의

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개인-정서 적응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은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학생은

하기를 원한다. 정서표현과 대인관계의 긍정

학교생활에서 적합하고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표현적인 사람들

행동하여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친사회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

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

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눈에 잘 띄

한다고 보고한 반면, 쉽게 긴장하고 불안, 주

며,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

의산만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가진 학생은 새

였다(이은상, 2003).

로운 상황에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위축하

King과 Emmons(1990)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으

는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정윤진, 2003). 최영

나 억제하려는 욕구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표

희(1999)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서의 관계 연구

현 갈등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러한 갈등은

에서 타인의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

심리적인 증상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 강박증,

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은 대학에서의 사회

신체화 장애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적 관계에 적응하는 것을 예측한다고 설명하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정서표현 갈등을 많

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갈등이 대학

이 가질수록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고 보고했다.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Emmons와 King(1988)은 정서

개인심리내적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도

표현에 관한 자신의 목표, 즉 정서를 표현하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다. 자기효능감

고자 하는가 혹은 표현하고 싶지 않은가가 심

(self-efficacy)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리적, 신체적 안녕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이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되며, 이런 유기체의 목표들이 사회적 규준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이다

나 다른 목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심리적, 신

(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초기에는 ‘전반

체적 반응에 손상이 오는 것으로 보았다. 예

적으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를 들어, 공격성이나 분노, 또는 적대감과 같

라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특정한 과제를

은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개인과 그가 소속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상황특수적

된 집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인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되었다.

때문엔 개인으로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대학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자극 변인에 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정원,

신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1997).

대처하는가 등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자

김우석(2004)은

정서표현갈등이

많을수록,

기효능감으로 나타나며, 자기효능감의 상승은

미성숙, 자기억제적, 갈등회피적인 방어기제를

생활 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의 대처양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

식에 대한 신뢰나 신념을 갖게 한다. 성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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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

개념인 ‘자기 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볼 수 있다. 애착과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

있다(박선영, 2003).

응과의 관계에 관한 최은실(2001)의 연구에 의

최윤미 등(199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하면, 자기효능감의 매개 변인 효과를 살펴본

과제 선택, 과제 선호도, 가치 부여, 지속성과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적

같은 동기 패턴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응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

즉, 자기효능감이 애착안정성과 대학생활적응

은 청년은 학습 장면에서 필요한 행동을 수행

사이를 매개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함으로써 자신의 성취 수준을 스스로 통제할

있다.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

살펴본 이윤조(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은 청년은 자신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통제할

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적 적응

수 없다고 믿는다. 결국 자기효능감 수준은

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활에서 과제수행과정과 결과의 차이로

또한 김은정(1992)은 학업적 적응과 관련되어

나타나게 된다.

있는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어

념들로서 자기효능감, 긍정적인 자기 평가 등

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움에 직면했

이 있다고 하였다. 박선영(2003)은 자기효능감

을 때 어느 정도 끈기를 보이며, 실패를 한

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인 중 개인-정서적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같은 ‘동기적

적응에는 유의하지 않지만 학업적 적응, 사회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행동을 조절하고, 불안

적 적응, 대학에의 만족도 등에는 유의한 변

한 상황이나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임을 밝혔다. 이에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서적 과정’

적응의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하지

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만 연구에 따라 유의한 하위요인이 차이가 있

진행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

으므로, 좀 더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 볼 필

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려움에 직면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표현갈등과

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

사람은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만,

고,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은 더 많은 노력

응에 미치는 설명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

을 투여 한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

응을 위한 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개발에 기초

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다 더 분발하고, 노력을 더 오래 지속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그리고 수행의 수준이 높다(허숙희, 2004). 이

하였다.
첫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처럼 대학생활에서 자기효능감은 동기, 스트
레스, 과제수행 과정, 결과 등 여러 측면에 영

따라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생활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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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

연구방법

하였다.
이 AEQ는 정서 표현 상황에서 여러 목표에

연구대상

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기체의 노력에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남․여 대학

주목하고, 정서 표현, 정서 관리, 정서 규제,

생 550명을 임의 표집 하였다. 이 중 무응답

미묘한 정서 표현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서 유

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남학생 205명

기체가 경험하는 양면성 혹은 갈등을 측정하

(44.9%), 여학생 252명(55.1%)으로 총 457명을

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위 요인은 긍정적 정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서표현에 대한 갈등 10문항과 부정적 정서표

같다.

현에 대한 갈등 18문항으로 되어 있고, 총 28
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 방식

표 1. 연구의 대상
구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

분

N

%

남

205

44.9

여

252

55.1

계

457

100.0

1학년

101

22.1

학

2학년

116

25.4

년

3학년

119

26.0

자기효능감 척도

별

4학년

121

26.5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는 Bandura의 자기효

계

457

100.0

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Sherer와 Maddux(1982)가

인문사회계

218

47.7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S: Self-Efficacy Scale)

계

자연계

152

33.3

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열

예체능계

86

18.8

별

무응답

1

0.2

계

457

457

성
별

현에 대한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정(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88,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85, 정서표현
갈등 전체는 .91이었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인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의 두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

측정도구

인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6문항이
묶어져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방식

정서표현갈등 척도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정서표현갈등 척도는 1990년에 King과

(5점)’의 5점 Likert 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Emmons가

개발한

정서표현갈등척도(AEQ: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영(1995)이 대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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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일반적 자기

분은 상위 25%, 하위 25%를 기준으로 하였고,

효능감 .86, 사회적 자기효능감 .68이었고, 전

모든 가설검증과 관련 통계자료는 유의수준

체 검사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05’ 이하에서 t-검증, F-검증을 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도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 척도(SACQ: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는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하였으며, 현진원(1992)의 번안 후 김효원

정서표현갈등 상․하 수준별 대학생활적응의

(200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차이

이 척도는 대학생활에서 적응 정도를 측정
하는 도구로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정서표현갈등 상․하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

며, Baker와 Siryk(198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적응과 그 하위요인의 차이를 제시한 표 2를

전체가 .94, 하위요인들은 .73에서 .83이었다.

보면, 정서표현갈등 상․하에 따른 대학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런 편이

적응 전체평균은 상집단 198.03, 하집단 222.75

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각의 문항

로 나타났다. 정서표현갈등을 높게 지각한 상

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집단의 경우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이 낮아 유

볼 수 있다.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72, p＜.001).

다.

정서표현갈등 상․하 수준별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김효원(2005)의 연구에 따라,

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적응에

특정 거주형태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

서 정서표현갈등 상집단 M=73.23, 하집단 M=

되는 22번, 26번, 33번 문항을 제외시켜 총 64

80.97로 나타났다(t=-4.83, p＜.001). 사회적응에

문항만으로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였다.

서 정서표현갈등 상집단 M=52.04, 하집단
M=59.94로 나타났고(t=-6.74, p＜.001), 개인-정

자료처리

서적응에서 정서표현갈등 상집단 M=47.27, 하
집단 M=54.84로 나타났다(t=-6.30, p＜.001). 대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

학환경적응의 경우 정서표현갈등 상집단 M=

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

52.16, 하집단 M=55.40으로 나타났다(t=-3.13,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

p,<.05). 이는 정서표현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해 기초통계자료인 각 변인의 평균(M)과 표준

대학생활적응이 힘들고 정서표현갈등 수준이

편차(SD)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검증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차이분석, 단순상관분석, 회귀분석

의미한다.

을 하였다. 기존 연구(신자은, 2002; 이윤조,
2002)와의 비교를 위하여 연구의 변인들인 정

자기효능감 상․하 수준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각
각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의 상․하 수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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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서표현갈등 상하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 그 하위요인의 차이
대학생활적응

정서표현

하위요인

갈등수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대학생활적응

N

M

SD

상

122

73.23

11.09

하

121

80.97

13.73

상

122

52.04

9.45

하

121

59.94

8.81

상

122

47.27

8.67

하

121

54.84

10.03

상

122

52.16

8.08

하

121

55.40

8.13

상

122

198.03

25.50

하

121

222.75

31.51

t

-4.83***

-6.74***

-6.30***

-3.13*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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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자기효능감 상하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 그 하위요인의 차이
대학생활적응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수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대학생활적응

N

M

SD

상

126

84.98

12.74

하

117

69.31

10.14

상

126

63.33

7.73

하

117

49.16

9.13

상

126

55.73

9.53

하

117

45.94

8.72

상

126

58.09

7.56

하

117

49.03

7.41

상

126

232.56

27.43

하

117

188.34

23.81

t

10.65***

13.08***

8.33***

9.4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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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위요인의 차이를 제시한 표 3을 보면,

평균은 상집단 232.56, 하집단 188.34로 자기효

자기효능감 상․하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전체

능감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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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었다( p＜.001).

응의 상관은 표 4와 같다. 정서표현갈등의 하

자기효능감 상․하 수준별 대학생활적응의

위요인인 긍정적 정서표현갈등은 사회적 자기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적응에서

효능감과 부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상집단 M=84.98, 하집단 M=69.32

(r=-.59), 그 다음은 사회적응(r=-.44), 일반적

로 나타났다(p＜.001). 사회적응에서 자기효능

자기효능감(r=-.42), 개인-정서적응(r=-.38), 학업

감 상집단 M=63.33, 하집단 M=49.16으로 나

적응(r=-.34), 순으로 나타났다(p<.001). 부정적

타났고(p＜.001), 개인-정서적응에서 자기효능

정서표현갈등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

감 상집단 M=55.73, 하집단 M=45.94로 나타

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r=-.32), 그 다음은

났다(p＜.001). 대학환경적응의 경우 자기효능

개인-정서적응(r=-.29), 사회적응(r=-.23), 일반적

감 상집단 M=58.09, 하집단 M=49.03으로 나

자기효능감(r=-.20)순으로 나타났고(p < .001),

타났다(p＜.001). 따라서 모든 자기효능감과 대

대학환경적응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

학생활적응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기효

았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효능

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

감은 학업적응(r=.54)과 정적 상관이 높게 나

는 것을 의미한다.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응(r= .47). 개인정서적응(r=.42), 대학환경적응(r=.42) 순으로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나타났다(p<.001). 사회적 효능감은 사회적응

의 관계

(r=.53)과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대학환경적응(r=.32), 개인-정서적응(r=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

.32), 학업적응(r=.30)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4.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
1.

2.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표현

갈등

갈등

3.

4.

5.

6.

일반적

사회적

학업
적응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7.

8.

사회

개인-

대학환경

적응

정서적응

적응

1

1

2

.65***

1

3

-.42***

-.20***

1

4

-.59***

-.32***

.43***

1

5

-.34***

-.15**

.54***

.30***

1

6

-.44***

-.23***

.47***

.53***

.52***

1

7

-.38***

-.29***

.42***

.32***

.57***

.46***

1

8

-.30***

-.08

.42***

.32***

.62***

.73***

.4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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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갈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위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업적응은 긍정적 정서표현갈등이 11.3%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표

를 설명하고 있고(p<.001), 이에 추가해서 부

현갈등,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독립변인으로

정적 정서표현갈등이 0.9%의 설명을 하며(p<

대학생활적응과 그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step

.05), 이들 2개 영역이 공동의 설명력은 12.2%

wise 방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다. 둘째, 사회적응은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정서표현갈등 중 긍정적 정서표현갈등이

이 19.4%를 설명하고 있다(p<.001). 셋째, 개인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20.2%를 설명하고 있

-정서적응은 긍정적 정서표현갈등이 14.4%를

다.(p<.001). 정서표현갈등과 대학생활적응 하

설명하고 있다(p<.001). 넷째, 대학환경적응은

표 5. 정서표현갈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종속변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
적응

대학환경
적응

대학생활
적응전체

독립변인

r

R

R2

R2ch

F

Beta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34

.337

.113

.113

58.14***

-.38

부정적
정서표현
갈등

-.15

.349

.122

.009

31.55*

.12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44

.441

.194

.194

109.61***

-.44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38

.379

.144

.144

76.53***

-.38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30

.298

.089

.089

44.46***

-.30

부정적
정서표현
갈등

-.08

.333

.111

.022

28.38***

.20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45

.449

.202

.202

115.03***

-.45

2

※ R 값은 stepwise 방법(p<.05)에 의한 누적임.
※ 이 표에서는 p<.05 수준에서 설명력이 없는 변인들은 생략하였음.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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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서표현갈등이 8.9%를 설명하고 있고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p<.001), 이에 추가해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이 2.2%의 설명을 하며(p<.05), 이들의 공동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효능감,

명력은 11.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

사회적 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

합해 보면, 정서표현갈등의 긍정적 정서표현

과 그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stepwise 방법으

갈등은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과 유의한 관계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 전체에 미치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정

설명력은 일반적 효능감이 33.8%(p<.001), 이

서표현갈등은 학업적응, 대학환경적응과 유의

에 추가해서 사회적 효능감이 4.7%를 설명하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p<.001) 이들 2개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표 6.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종속변인

학업적응

독립변인

r

R

R2

R2ch

F

Beta

일반적
효능감

.54

.539

.290

.290

186.16***

.54

.30

.544

.296

.006

95.63*

.09

사회적
효능감

.53

.534

.285

.285

181.34***

.53

일반적
효능감

.47

.594

.353

.068

124.04***

.29

.42

.423

.179

.179

99.39***

.42

사회적
효능감

.32

.449

.201

.022

57.21***

.16

일반적
효능감

.42

.422

.178

.178

98.72***

.42

.32

.448

.201

.022

56.94***

.17

일반적
효능감

.58

.581

.338

.338

231.83***

.58

사회적
효능감

.45

.620

.385

.047

141.82***

.24

사회적
효능감

사회적응

일반적
개인-정서
적응

대학환경
적응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전체

2
※ R 값은 stepwise 방법(p<.05)에 의한 누적임.

※ 이 표에서는 p<.05 수준에서 설명력이 없는 변인들은 생략하였음.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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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설명력은 38.5%였다.

을 하며(p<.05) 이들 3개 요인의 대학생활적응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과의

에 공동 설명력은 40.3%로 나타났다.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응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

은 일반적 효능감이 29.0%를 설명하고(p<

이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001), 이에 추가해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적응의

0.6%를 설명하며(p<.05), 이들 2개 영역 공동

학업적응에 대해 일반적 효능감이 29.0%(p<

의 설명력은 29.6%이다. 둘째, 사회적응은 사

.001), 이에 추가해서 긍정적 정서표현갈등이

회적 효능감이 28.5%를 설명하고(p<.001), 이

1.5%의 설명을 하며(p<.05), 두 요인이 공동의

에 추가하여 일반적 효능감이 6.8%의 설명을

설명력은 30.5%였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의

하며(p<.001), 이들의 공동 설명력은 35.3%로

사회적응에 대해 사회적 효능감이 28.5%(p<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은 일반적 효능감이

.001), 이에 추가해서 일반적 효능감이 6.8%

17.9%를 설명하고(p<.001), 이에 추가하여 사

(p<.001), 이에 추가해서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회적 효능감이 2.2%의 설명을 하며(p<.001),

이 1.0%(p<.05)의 설명을 하며 이들 3개 요인

이들의 공동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다. 대

이 공동의 설명력은 36.3%였다. 셋째, 대학생

학환경적응은 일반적 효능감이 17.8%를 설명

활적응의 개인-정서적응에 대해 일반적 효능

하고(p<.001), 이에 추가하여 사회적 효능감이

감이 17.9% (p< .001), 이에 추가해서 긍정적

2.2%의 설명을 하며(p<.001), 이들의 공동 설

정서표현갈등이 5.0%(p<.001), 이에 추가해서

명력은 20.1%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0.8%(p<.05)의 설명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기효능감의 일반

하며 이들 3개 요인이 공동의 설명력은 23.7%

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

였다. 대학생활적응의 대학환경적응에 대해

중에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

일반적 효능감이 17.8%(p<.001), 이에 추가해

학환경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서 사회적 효능감2.2%(p<.001)의 설명을 하며

타났다.

이들 2개의 요인이 공동의 설명력은 20.1%였
다.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의 관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기효능감의 일반
적 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적응, 사회
적응, 개인-정서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 관계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그 각각의

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은

하위요인 및 대학생활적응 전체와 그 하위요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과 관계가 나타났으며,

인들과의 관계를 stepwise 방법으로 회귀분석한

정서표현갈등의 긍정적 정서표현갈등은 대학

결과는 표 7과 같다.

환경적응을 제외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의 대학생활적

정서적응과 관계가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표

응에 대한 설명력은 일반적 효능감 33.8%(p<

현갈등은 개인-정서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으

.001), 이에 추가해서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로 나타났다.

5.2% (p< .001), 사회적 효능감이 1.4%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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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종속변인

r

R

R2

R2ch

F

Beta

.54

.539

.290

.290

186.16***

.54

-.34

.553

.305

.015

99.79**

-.14

사회적
효능감

.53

.534

.285

.285

181.34***

.53

일반적
효능감

.47

.594

.353

.068

124.04***

.29

-.44

.602

.363

.010

86.05*

-.13

.42

.423

.179

.179

99.39***

.42

-.38

.478

.229

.050

67.39***

-.25

-.29

.487

.237

.008

46.97*

-.12

일반적
효능감

.42

.422

.178

.178

98.72***

.42

사회적
효능감

.32

.448

.201

.022

56.94***

.17

.58

.581

.338

.338

231.83***

.58

-.45

.624

.389

.052

144.59***

-.25

.45

.635

.403

.014

102.02**

.15

독립변인
일반적
효능감

학업적응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사회적응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일반적
효능감
개인-정서

긍정적
정서표현

적응

갈등
부정적
정서표현
갈등

대학환경
적응

일반적
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전체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사회적
효능감

2
※ R 값은 stepwise 방법(p<.05)에 의한 누적임.
※ 이 표에서는 p<.05 수준에서 설명이 없는 변인들은 생략하였음.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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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적응과 개인-정서적응과는 유의한 상

논 의

관이 있으므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는 연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

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은우(2005)의 결과

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

를 살펴보면 정서활용, 조절, 표현, 인식 등

행연구들과 관련하여 논의점을 기술하면 다음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이 유의미한 정적 상

과 같다.

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서표현갈등이 대학

첫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의 수준별

생활적응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표

결과가 일치하며,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현갈등의 수준별 대학생활적응은 전체적으로

간의 상관에서는 전체가 정적인 상관을 보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또한 자기효능

다(p<.001).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신

감의 수준별 대학생활적응도 전체적으로 유의

념이 대학에서의 적응과 큰 관련이 있음을 보

한 차이가 있었다(p<.05). 여기서 정서표현갈

여준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 결

등의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가 상

과로서 성취를 얻고 점차 자신에 대한 기대를

집단의 평균이 하집단의 평균보다 낮아 t값이

높이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부 부적(-)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을 편히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들은 대학에 와서 적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응을 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

의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 이윤조(2002)의

고, 자신에 대한 평가와 신념이 대학생활적응

결과와 일치하며, 수행에서의 긍정적 신념이

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스스로에

둘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

대한 기대를 높임으로써 대학생활을 적응하는

생활적응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표현갈등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이 대학생활적

이루고 있었으며,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이은

의 각 하위요인들은 모두 부적인 상관을 이루

우(200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 있었다(p<.001).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 결과는 대학생활적응 중에 어떠한 부분

것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기대, 신념을 떨어

에 초점을 두어 상담을 진행한 것인지, 혹은

뜨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갈등과

대학생활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어떠한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표

지에 따라 개인상담 목표설정과 집단상담의

현갈등은 대학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진행과정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정서표현갈등의 부

응과 개인-정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정적 정서표현갈등은 학업적응과 상관이 적었

상담할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문제

으며 대학환경적응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를 다루고 사회적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방안

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긍

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학업적응과 대

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대학생

학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긍정적

활적응과 관련이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

정서표현갈등과 일반적 효능감의 부분을 상담

- 13 -

상담평가연구

과 집단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학생은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을 주

이다.

요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셋째,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

시사하고 있다.

생활적응의 관계를 설명력으로 살펴본 결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서표현갈등이

대학생활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은

적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평가가 있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효능감과,

는 경우, 대학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응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표현

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

갈등이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효능

학생활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을 상담

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을 잘

함에 있어서 내담자의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 못하는 학생은

갈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에

대학생활에서 적응을 하기 힘든 것을 의미한

대해 동시에 고려하면서, 내담자 각각의 상황

다.

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 효능감이 대학생

한다.

활적응을 잘 설명해 준다는 이윤조(2002)의 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적응에 큰 영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킬 후속 연구

향을 준다는 최은실(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인 변인으로 정서

다는 박선영(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표현갈등을 보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서

이는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 순으로

표현갈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을 24.9% 설명한다

으로는 특히 긍정적 정서표현갈등과 부정적

는 이은우(2005)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므

정서표현갈등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필요할 것이다.

경우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점검해 보아야

둘째, 대학생활적응은 범위가 광범위한 주

한다. 자신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어떠한지를

제이므로 대학생활적응을 세분화하여 관련 변

확인한 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적 측

참여케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

면, 대인관계 측면, 환경적 측면 등등으로 나

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생활적응의 유형별로

누어 각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연구할 필

구분하여 개인상담 목표를 세우거나 집단상담

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결과를 참고하면 다음

셋째, 본 연구는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과 같다. 학업적응이 어려운 학생은 일반적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대

효능감과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사회적응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학생은 사회적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개인상담 프로그램에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개인-정서적응이 어려운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생은 일반적 효능감,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부정적 정서현갈등, 대학환경적응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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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Lee, Jae-Myoung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457
university students(205 men and 252 women) in Seoul and Kyounggi area through questionnaire regarding
AEQ, SES and SACQ.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rence on college students' adjustment by high-low level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igh-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group rate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score lower than low-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group. Also, according to the level of self-efficacy, high-self-efficacy group rate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score higher than low-self-efficacy. Second,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hird, in the
statistical influence that sub-factor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efficacy have on
college students' adjustment, general self-efficacy, ambivalence over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self-efficacy have on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his study shows low self-efficacy students are
more hardly to adjustment than hig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tudents. Finally,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efficac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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