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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강점 활용 학업탄력성
정신적 웰빙의 관계 규명

고은현 이영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강점 활용 학업탄력성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시의 대학교와 대학교 여대생 명이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적합도가
로 좋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여대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학업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대생의 강점 활용은 학업탄
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대생의 학업탄력성이 정신적 웰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대생의 강점 활용이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대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및 강점 활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여대생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주
는 실천적 특성으로서 대인관계 유능성 강점 활용 학업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여대생 대인관계 유능성 강점 활용 학업탄력성 정신적 웰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strengths use, academic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A survey was conducted on a community sample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B and J college(N=279/S City). First, the data analysis for structure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by
AMOS 20.0 and the model fit had a good level(x²=154.242, df=49, TLI= .90, CFI= .92, RMSEA= .08) by
analysis of the suitability. Second, interpersonal competence was related to mental health. Third, strengths
use was not related to academic resilience. Fourth, academic resilience was related to mental health. Fifth,
strengths use of was not related to mental health. Sixth,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trengths use was
related to mental health indirectly mediating by academic resilience. This allows to promote discussion
about interpersonal competence, strengths use and academic resilience as a practical characteristic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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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s mental health of female college students.
Keywords : Female College Student, Interpersonal Competence, Strengths Use, Academic Resilience,
Mental Health

서론
의 년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위로 보고되었으며 그
가운데 공동체 지수는 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우리 국민의 물질적 풍요
와 더불어 정신적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게 되었다 더불어 청년 실업율 역시
국
가 중 최하위로 발표되어 청년들이 갖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문제과 이성 친구 가족 교수와의 관계문제 경제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등의 요인이 있다 청년들의 스트레스는 학업과 진로문제가 가장 크고 그 외
에 경제문제 가치관 교수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이성과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의순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는 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장래문제 가치
관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래문제 가족관계 에서 더 스
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대인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주요 요인이며 학업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과 관계된다는 연구결과 도 보고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웰빙이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두 요인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정신적 문제는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틀 경험할 때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주
장되었다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에 대한 관심은 최근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 하에서도 자아통제력을 발휘하여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은 학생들에
게 스트레스인 학업탄력성 의 개념으로 분화되어 연구되었다 학업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와 정
신적 웰빙과 관계된다는 연구결과 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과 경쟁 심화는 학업경쟁을
부추기며 이는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국내 청소년의 웰빙 수준이 낮
은 이유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선행연구 에서도 강점을 활용하는 노력은 활력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적 정서
및 삶의 안녕감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대인관계 강점활용 학업탄력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각각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가 탐구되어 왔으나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은 미비하다 따라서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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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유능성과 강점활용이 정신적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학업탄력성을 매
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여대생이 남학생보다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여
대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정신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가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진학하여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이 성인기에 접어들어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고 지속하는데 있어 대인관계 유능
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이며 개인의 정
서적 특성으로서 정신적 웰빙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대학생의 개별성 관계성이 정신적 웰
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개별
성 관계성에 비해 대인관계 유능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와 정신적 웰빙의 측면에서 한국 및 미국 대학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
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한국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강점 활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과 관련되는 개인 특성에는 강점 활용도 포함될 수 있다 강점이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고난 재능 및 능력과 긍정적 특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강점인식이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점 활용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강점 발견과 강점 활용을 강조하였
다 즉 자신이 보유한 강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강점인식과 강점 활용은 연관성이 높으며 이들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
녕감과도 높은 관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여대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강점 활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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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강점 활용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학업탄력성이란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학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
회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편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탄력성을 높임으로써 학습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학교생활에 적
응하도록 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업적 유능감과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율성 지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생의 강점 활용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였
으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대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강점 활용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이 학습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강점 활용
피드백이란 프로젝트 학습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강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칭찬을 하는 활동을 의
미한다 이들은 대학생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강점 활용 동료피드백과 자기피드백이 학업성취
도와 학습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들의 강점 활용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학업탄력성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학습소진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등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탄력성은 학업스
트레스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학업적 탄력성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에
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대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이 외상 사건충격과 외상 후 성장 간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은 대학생의 학습 및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은 아직 시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강
점활용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있어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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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시에 위치한 전문대학교 와 에 재학 중인 여학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교 유아교육과 명 과 대학교 미용예술학부 미용 전공 명 으로 학년 명
학년 명
학년 명 로 구성되었다

나 연구 도구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여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위 변수에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관계 형성 권리나 거부에 대한 의사표현이 포함된다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 의 일부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의 알파 계수는 로 나
타났다 강점활용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위 변수에 강
점활용맥락 강점활용노력이 포함된다 강점활용 측정을 위해 개발한 강점 활용 척도
의 타당도 검증을 하였던 도구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의 알파 계
수는 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은 대학에서 학습 스트레스와 불확실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
며 하위변수에 종교지지 자기통제 친구지지 계획주도가 포함된다 학업탄력성 측정을 위해 개발
한 도구 의 일부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의 알파 계수는 로 나타났다 정신적 웰
빙은 행복한 정신 상태를 의미하며 하위변수에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이 포함된
다 정신적 웰빙 측정을 위해
의 한국어
판을 구성한 후 타당화를 시도한 도구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의 알파 계수는 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학 전문가 인의 측정 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쳤다

다 연구 모형

그림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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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 분석
과
을 활용하여 정규분포성 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변인 간 구조적 관계 및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첫째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가설에 따른 구조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전문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기본 가정 검토 정규분포성 분석 적합도 평가 모형해석을 통해 구조모형을 분석하고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가 기초 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총 사례 수는 이므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최대우도법을 통한 미지수 추정
에 있어 최소 표본 이상 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정규분포성 검증을 위해 권장된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 크기를 확인하였다 표 과 같이 왜도가 미만이고 첨도가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성의 가정 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대인관계
유능성
강점
활용
학업
탄력성
정신적
웰빙

관계형성
의사표현
이해와배려
강점활용맥락
강점활용노력
종교지지
자기통제
친구지지
계획주도
정서적웰빙
사회적웰빙
심리적웰빙

평균
점만점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본 연구의 이론적 구조모형에서 사용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 와 같이 대부분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또는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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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나 연구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지수로 권장된
를 표 과같
이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로 구성된 모형이 이론적 모형을 얼마나 설
명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 수에 크게 민감성을 보이지 않고 모형 간명성
을 반영해야 한다
는 표본 크기에 크게 민감성을 보이지 않으며 와
는 모형 간명성을 반영하고 있어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이다
표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적합도 지수는

이다
는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
도
로 볼 수 있고 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로 볼 수 있으며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로 볼 수 있다 상대적합도 지수인 와 는 보다 높으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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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와 같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
조 계수 추정치는 표 와 같으며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검정통계량 유의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여자 전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감 강점활용 학업탄력성 정신적 웰빙 간
의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전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감은 업탄력성 β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전문대학생
의 강점활용은 학업탄력성 β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자 전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은 정신적 웰빙 β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강점활용은 정신적 웰빙 β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조 계수 추정치

본 연구에서는 여자 전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이 대인관계유능감와 정신적 웰빙을 매개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 시 비정규성을 해결할
수 있다
번의 부트스트랩을 통해 신뢰구간에서 표본들을 반복 추출하여 매개효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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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수의 하한치 및 상한치를 확인하였다 신뢰구간의 수치가 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영가설이 기
각되어 간접효과인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탄력성이 대인관계유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강점활용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표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대인관계유능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
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인관계유능감이 학업탄력성을 매개
로 하여 정신적 웰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강점활용이 정신적 웰빙
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였으므로
영가설이 채택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강점활용은 학업탄력성을 매
개로 하여 정신적 웰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며
이 연구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학업탄력성을 매개로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은 대인관계에 관한 유능감 인식에 영향을 받으나 위기상황
을 극복하여 학업을 잘 수행하는 학업탄력성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
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을 위해서 대인관계 유능감과 학업탄력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다음에서 정신적 웰빙이 관리 가능한 기능 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상이 모여 전체의 삶이 되므로 자신의 행복은 관리 가능한 기능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일상생
활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기능적 행복
의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이들은
정신적 웰빙을 위해 주체적 자극 생성하는 것과 고통을 감소하려는 두 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
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분석하여 일상에서의 정신적 웰빙을 높이기 위해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
구해야 하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문제를 관리하고 제거하고 때로는 부정하
고 싶은 현실을 수용하는 균형감각으로 고통을 감소하는 생성과 감소의 두 축 으로 정신적 웰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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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은 일상에서의 대인관계 및 학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관리하고 이러한 일상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이
대인관계에서의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좌절을 극복하는 두 방향에서
인간관계 교육이 필요하다 학점을 관리하듯 자신의 학습에서 의미를 찾고 학습상의 발전을 통해
행복감을 경험하고 학업의 문제를 극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시험성적이 최종 학점으로 산출되는 평가방식이 아닌 학습과정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
으로 학습 수행 과정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되어 일반화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표집으로 후속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변인을
관리가능한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탐색하고 정신적 웰빙을 위한 교육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대인관계 유능성과
학업적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효과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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