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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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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겪는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스트레스가 적응에 이르는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에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하여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7개 시․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19.0을 사용
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LISER8을 사용한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이르는 모형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
방식, 사회적지지는 생활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고 부적응을 조력할 수 있는 매개변인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여 예방 및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전략,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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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청소년후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Erikson(1963)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며 정체감을 확립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라 하였다. 대학생은
청소년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달성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
으로 진학하는 대학생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선택해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긴장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생활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학업과 진로, 장래에 대한 불안 심각한 취업난 등 대학생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 생활하게 된다.
국내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문제와 진로문제(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 2013), 대인관계 어려움, 정서적응, 성격문제 등에서도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호소하고(양민아,
2012),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학업·진로고민, 목표상실과 가치관혼란, 자율
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세상담연구, 2013).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혼란이 가중 되며,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Arthur, 1998; Torsheim, Wold, 2003). 부정적 정서로 인한 자신감의
감소, 성적저하,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상담실을 찾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결심하기도 한다(김성경,
2003; 배진화, 2003; Haines, Norris, Kashy, 1996).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가족과 소속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한다(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이전시기에 비해 많은 외부자극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대학생활의 적응도를 측정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즉 대학생활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대학에서
적응 수준은 대학생활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주로 결정이 되므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요인과 보호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스트레스 관련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 등 부정적 사건과 상관이 있으며(Laurence, 2009), 대학생활적응과 삶에 질에도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경호, 2008; 안미숙, 2010). 또한 심리적 특성에 따른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결과(김나영, 2011; 안세윤
2007)를 고려해 볼 때, 생활스트레스가 높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같은 자원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적응 상태를 보일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기제로 자아탄력성, 내외통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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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심리적 강인성과 같은 개인적인 자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자원의 심리기제로 제시하고 있다(Garmezy, 1993).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
(protective factors)이 스트레스와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매개변인으로 작용
된다(Gore, Eckenrode, 1994). 이들 요인들 중 적응과 관련하여 Block과 Kermen(1996)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긴장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자아
탄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개인지각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역경을 잘 견디고 회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하지만,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
들은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도 인내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도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탄력성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성격체제의 능력으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삶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케 한다는
점에서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에서 주변인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상황과 이와 함께 일어나는 학업 및 진로문제,
대인관계 등의 생활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개인 내외적 적응기제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공부, 친구
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상황적요구에 알맞은 융통성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동원
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박연수, 2003; 이윤주, 2004;
최바올, 2006)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자아
탄력성을 매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안미숙, 2010)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적응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시사하고 있다.
자아탄력성과 함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되면서 사회-심리적 환경의
주된 변인으로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변인이다(홍미기, 2007;
Holahan, Moos, 1981).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원조이다. 부모 및 친구,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 또는
완충시키는 속성을 지닌 개념으로(Cassel, Cobb, 1976),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와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며(Kaplan, Cassel, Core,
1977), 삶의 전환기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Barrera,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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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특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도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Newman, Newman, 1995).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많은
선행연구들(구자은, 2000; 김나영, 2011; 김지현, 2012; 이수경, 2004; 황나리, 2011)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 되었다(채숙희, 2009).
그러므로 사회적지지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잠정적인 영향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심리적 적응
이나 행동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생활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스트레스가 적응에 주는 영향을 다루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난 개념으로, 인간의 적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대처방식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
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실패하면 부적응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희(1987)는 Lazarus, Moos와 Billing(1984)의 대처방식의 분류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대처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대처방식을 적극적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는데, 적극적대처란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로 다시 구분된다. 소극적대처는 상황대처의 노력이 감정이나 사고로
자신의 내부로 투여되는 것을 말하며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로 나눌 수 있다. 대학생활적
응과 관련된 연구(황나리 2011; 이소진 2012)에서 적극적 대처가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소극적 대처와는 정적상관을 이루며, 대학생의 적응에서 대처행동이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Miller, Green, 1985).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 경험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정서적 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Gohm, Clore, 2002; Moos, Billings 1984). 질병의
발생 및 질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 환경적 요구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임을 보고하고 있다(Meichenbaum, 1995).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
절한 대처방식의 사용이 좌절이나 우울감, 불안 같은 정서로 나타나 대학생활부적응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개인 심리적
변인에 대한 구조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전개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후기인 대학생은 다양한 스트레스 위험요인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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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이들이 겪는 생활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등의 심리적 특성이 생활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학생활적응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즉,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특성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능동적인 대처의
심리적 특성이 위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험요인과 상호
작용을 하거나, 위험요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로를 차단하여 위험요인의 초기발생을
막는 형태로 작용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활사건들과 대학생활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 중에서 개인내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Bierman, 1994; Richman,
2004)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연구들에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의 정의적 행위적
특성요인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과 스트레스대처(Stress coping strategy)를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중점을 두고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각각 매개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들 변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과 개인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 유연한 대처가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인과구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과 원만한
대인관계,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을 필요로 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명료히 밝힘으로써, 스트레스의 지각수준을 낮추고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바탕이 되는 자원을 찾고 강화해주는 효과적인 상담기법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지지는 매개 역할을 하는가?
1-1)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1-2)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1-3)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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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들

[그림 1-1] 연구모형1

[그림 1-2] 연구모형 2

[그림 1-3] 연구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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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표집대상의 지역, 학년,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충청도, 대구, 경북,
경남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수님의 지도 감독 하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14부를 수거하였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보이는 4부를 제외한 51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상학생의 학년 분포는 3, 4학년
385명(62.3%)이 1, 2학년192명(37.9%)보다 많은 편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334명(65.6%)이고,
남학생은 175명(34.3%)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많았다.

2. 측정도구

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역하고 김효원(200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7문항 중 유사문항과 반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다른 하위요인들과 중복된
대학환경적응척도를 제외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학업적응, 사회적적응, 개인-정서적적응,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의 계수는 .855로 나타났다.

2) 생활스트레스 척도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
스트레스는 4점 척도로 개정판 .대학생용 스트레스척도를 번안한 50문항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47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하여 8가지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대인관계
차원의 4가지 영역(친구관계 4문항, 이성관계 6문항, 가족관계 6문항, 교수관계 5문항), 당면과제
차원의 4가지영역(학업문제 6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0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처방식 처도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1987)가 62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다시 요인 분석 후, 사용하였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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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되어 있으며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지지적 대처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극적 대처는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8이었다.

4) 사회적 지지 척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거로 이현진(2009)이 재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와 친구로 구분되어 있다. 정서
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지지, 평가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와 친구가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후 최종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66으로 나타났다.

5)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검사는 Atsushi 등 (2002)이 개발하고, 민동일(2007)이 번안수정한
․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이용해 본 연구에 맞게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하위요인을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6문항), 감정조절(8문항), 긍정적미래지향성(6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보완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7로 나타나
매우 신뢰할만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3. 자료분석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이 측정오차의 통제가 가능하며 간접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Preacher, Hayes, 2004),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대처방식(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 사회적 지원이 각각 매개
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LISREL 8(Jöreskog, Sörobom, 1993)을 사용한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listwise
(casewise) 제거법을 이용하여 상관행열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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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1)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탄력성을 떨어뜨려서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17，N = 493) = 59.62, p < .01. NNFI = .934, CFI = .960, RMSEA = .071).
부분매개모형1과 완전매개모형1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 (1, N = 493) = 48.24, p <.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매개모형인 부분매개모형1이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대학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2]에 제시되었듯이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β = -.51, t = -5.73, p < .01), 자아탄력성을 떨어뜨려서(β = -.56, t = -8.23, p < .01), 간접적
으로도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β = -.23, t = -4.58, p < .01).
따라서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떨어
뜨려서 간접적으로도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적극적 대처방식을 감소
시켜서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11，N = 493) = 36.75, p < .01. NNFI = .932, CFI = .965, RMSEA = .069).
부분매개모형2와 완전매개모형2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 (1, N = 493) = 53.44, p <.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매개모형인 부분매개모형2가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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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학생활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림 3]에 제시되었듯이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β = -.66, t = -7.31, p < .01), 적극적 대처방식을 감소시켜서(β = -.19, t = -2.71, p < .01), 간접적
으로도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β = -.08, t = -2.50, p < .05).
따라서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적극적 대처방식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도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켜서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11，N = 493) = 45.02, p < .01. NNFI = .963, CFI = .981, RMSEA = .079).
부분매개모형3과 완전매개모형3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 (1, N = 493) = 70.98, p <.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매개모형인 부분매개모형3이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대학생활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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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 제시되었듯이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β = -.62, t = -6.62, p < .01),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켜서(β = -.45, t = -8.60, p < .01), 간접적
으로도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β = -.10, t = -3.65, p < .01).
따라서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도 대학생활적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기 위해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고, 대학생할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 및 개입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생이 지각한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예측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생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즉,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대처와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우울이나 근심, 자신감감소, 성적저하 같은 부적응의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사회적지지의 순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생활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높은 부적상관이 있으며(김성경,
2003; 김진희, 2012;, 이숙정, 유지현, 2008) 지각된 스트레스수준이 적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진희, 2012)와 일치한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근심,
침울함, 무력감, 사회적위축, 성적저하등의 부정적사고가 높아진다(김성경, 2003; 배진화, 2003;
Haines, Norris, Kashy, 1996).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처럼 생활스트레스가 높으면 대학생활에
부적응할 수 있고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약화되어 부적응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박영애, 2010; 박현진, 1996)와 위험요소에 노출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
하도록 도와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김미혜,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을 자아탄력성이 매개
하여 적응이 약화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활 부적응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대학생활 부적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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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대학생활스트레스에 대한 탐색뿐만이 아니라 대학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자아탄력성의
저하까지 고려하여 상담적 개입을 실시하여함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며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이
유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대학생활적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 동안 발생
되는 내· 외적 어려움과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기를 통제하고 유연하게 대처 해나가는 능력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연구(최지현, 2008)결과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 향상을 돕는 매개 변인으로 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구경호, 2008; 최바올, 2006)와 맥을 같이 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에도 영향을 주는 유용한 개인적 특성이며(한영민, 2009; 박연성, 현은민, 2007), 자아
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연구(Block, Block 1980; Block, Kremen, 1996)를 지지하였다. 즉, 같은 위험스러운 환경하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달적 이탈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개인의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Block, Kremen, 1996).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자아탄력성이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학생생활적응을 더 높이는
효과를 준다는 점은 자아탄력성이 학업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등에서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학교생활을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도와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자아
탄력적인 대학생은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스트레스에 의해 약화되는 영향을 받지만 효과적인
정서 기재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적극적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경을 이겨낸다고 밝혀진 자아탄력성은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할지라도 자아
탄력성을 높혀 준다면 보다 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미래지향성, 흥미와 다양성, 감정
조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지지하여 스트레스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상담을 통해서도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Steinhard, Christyn, 2008)연구에서
긍정적 자아의 인식은 청소년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유능성으로 연결되어 바람직한 성과
(outcomes)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증진된 효과가 검증되
었다(이은석, 2009). 또한 자아탄력성은 그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력 못지 않게 대학생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인 시너지효과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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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하여 역량 있는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
증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은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스트레스대처는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생활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특히 소극적 대처 보다는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적응정도가 높은 연구결과(양혜선, 2004;
Billing, Moos, 1984),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적극적대처가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대학생의 적응에서 대처행동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이소진, 2012; 황나리, 2011)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개인이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회피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적극적 의지나 주변대처자원들을 찾으려는 대처행동들이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개인내적
자원을 증진시켜 주어 결과적으로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행동적 자원인 대처방식을 증강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대처행동은 적응적인 결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인지적 평가는 대처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적응적인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자아탄력성의 신장 또한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를 증강시키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생활적응에서는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이 긍정적 적응을 돕고 나아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정희, 이장호, 1985; 이영란, 김선희, 주민선, 2013; 오성희, 2010; 정윤선,
1993)를 토대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이 요구된다. 스트레스대처행동은
자기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기지각이 높으면 적극적 대처행동을 한다고
한다. 즉, 자기지각 또는 자아개념이 높으면 자신에게 성취동기를 긍정적으로 부여하고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수동적 대처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송의열, 1995). 스트레스와 부적응 상담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처
방식을 확인하고, 소극적 스트레스대처 방식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상담자는 현재
스트레스상황에서 간과하기 쉬운 긍정적자기지각과 자아탄력성 같은 긍정적인 개인적·상황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스트레스대처는 행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담자의 적응을 도우며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매개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유발요인의 유해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의 수준을 감소시키며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기능
한다. 사회적 지지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책을 제공하고 또한 건강한 행동을 조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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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연구(이기숙, 박소영, 2000; 이경주, 신효식,
김효심, 1998)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회피적 대처를 덜 하게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ohen, Wills, 1985), 지지적인 타인이 개인의 유능감
이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고무시킨다(Bowldy, 1992)는 연구를 뒷받침한다. 즉,
개인이 지닌 자원이 부족할 때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부족한 자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적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준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부정적 생활사건의
잠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심리적 적응이나 행동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위로부터 제공된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책을 제공하고 지각된 문제의 심각성을 낮추며
신경내분비 체계를 진정시켜 생리적 반응을 줄이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지각된 스트레스의 영향을 경감시킨다(장은수, 1995).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만나도 효과적인 대처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유용한 지지자원을 사용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부적응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백경애, 1997).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대학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대학적응력을 높혀주는 연구결과(김미숙,
2012; 황나리, 2011)와도 일치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을 대상자로 하여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검증되었던 부적응적
요소를 제 연구하고 위기 학생들의 특징적인 요인 및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음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고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진로, 대인관계등의
스트레스상황을 구분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셋째,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질문지의 개발이 필요 하며, 이러한 척도의 개발은 대학생의 상담과 교육영역에서 상담적
개입을 통하여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 입학시점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까지 어떠한 발달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 종단적 방법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18 -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신지연)

참고문헌

구경호(2008).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순, 김보미(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375-383.
김은영, 성소연 (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897-920.

김나영(2011). 대학생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 생활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김정희, 이장호(1985). 스트레스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7, 127-138.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현(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연성, 현은민(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94.
박연수(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진화(2002). 고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생활문화원(2013). 2013 대학생활의견조사. 서울대학교 http://snucounsel.snu.ac.kr/
송의열(1995).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지연(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

청소년상담학회지 제1권 제2호(2020)

신혜진, 김창대(2002). 스트레스대처 전략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14(4), 919-935.

안세윤(2007).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주 신효식 김효심(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9-39.
이기숙, 박소영(2000).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의 관련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9), 93-106,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정, 유지현(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이영란, 김선희, 주민선(2013).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정도,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학교적응.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2), 172-182.
이소진(2012). 긍정적 착각과 방어기제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이은석(2009). 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이윤주, 민하영, 이영미(2004).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자아탄력성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아시아
교육연구, 5(4), 125-144.

윤향숙, 김윤미, 김덕범, 장성화(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10(2), 1-25.
안미숙(2010). 직장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민아(2012).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 사고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혜선(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연세상담연구(2013). 2013년도 대학신입생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http://counsel.yonsei.ac.kr/mContent/
오성희(2010).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신지연)

정윤선(1993). 스트레스대처방식과 행복, 불행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숙희(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최바올(2006).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신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현(2008).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태희(2019).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30(6), 1329-1340.

한영민(2009).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나리(2011). 국내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모형검증: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적극적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순택, 구형모(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345-358.
홍미기(2007).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
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rthur, N. (1998). The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on postsecondary
student's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39, 11-22.
Barrera, M. (1982).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ment

issues. CA: Sage.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c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J: John Wiley & Sons.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Block, J. H., & Block, J H(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2, 107-123.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21 -

청소년상담학회지 제1권 제2호(2020)

Garm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e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77-3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logical
Association.
Gohm, C. L. & Clore, G. L (2002). Four latent trait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well-bing, coping, and attribational style. Cognition & Emotion, 16(4),
495-518.
Gross, J. J. (2001). Antecedent and response 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24-237.
Haines, M. E., Norris, M. P., & Kashy, D. A. (1996). The effects of depressed mood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37,
519-526.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azarus, R. S., & Folkman, S.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김정희 역). 서울: 대광문화사.
Kaplan, H. B.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47-78.
Meichenbaum, D. (1995). Can Psychotherapy Be Brief, Focused, Solution-Oriented, and Yet
Comprehensive? A Personal Evolutionary Perspective: Discussion. Evolution of

Psychotherapy, 13, 89-91.
Moos, R. H., & Billings, A. G.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Richman. J. M., Bowen, G. L., & Wolley, M. E. (2004). School failue: Anecological
-interactional-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tion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Steinhardt, M., & Christyn, D. (2008). Evaluation of a Resilience Intervention to Enhance
Coping Strategies and Protective Factors and Decrease Symptomatology. Journal

American College Health, 56(4), 445-453.

- 22 -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신지연)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Shin Ji-Yeon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of e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context of adaptation to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as follow:
In relation to the adaptation to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and to deal
with negative stress and positive stress management and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is,
how can the role of the parameters?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survey of 510 students from four-year college, located
in seven cities. For the analysis of data, basic statistical analyzes were performed by
using of SPSS 19.0, and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through the covariance structure
model were performed by using of LISREL 8, and the fitness was ass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ego-resilience
and positive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has been found to act as a parameter.
Therefore, for counseling students unable to adapt to college life, we have to focus not
only the strategy to reduce college stressors but also ego resilience due to high stress of
college life, and positive coping strategies, even the reduction of social support.

Key worlds : Life stress, Adjustment in College life, Ego-resilience,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College life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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