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은 학령기 인구의 감소라는 최대의 위기

를 맞이하고 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 수 감소로 대학 입시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 1:1에 미치지 못해 정원 미달한 

곳도 많이 발생했다[1].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의식으로 입학과 

동시에 선물 공세와 장학금 지급 등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큰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최초 합격자를 위한 혜택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미달 대학은 향후 충원 모집에서도 학생을 채우기가 

어려웠으며,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특히 지방대학 

붕괴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2]. 지역대학이 폐교되면 

대학 주변 있는 지역의 경제도 무너지기에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

이고 빠른 대학생활 정착을 돕고 학생간의 교류를 통한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숙사 

입주 전체 학생대상 Residential College(RC, 기숙형 대학)이다

[3]. RC는 거주와 대학교육을 결합한 것으로 변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24시간 

생활하면서 학습과 사회봉사, 학생자치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생의 학문적 성장과 더불어 내면의 성장을 

돕는 교육모델은 유럽의 명문 대학과 하버드, 예일 등 미국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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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사립대학에서는 정규교과를 함께 운영하는 대학의 문화로 

시작되었다[4]. RC는 대학의 생활공간을 이용하여 학생의 역량

을 향상 시키는 학습과 전인교육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입생 전체가 RC에 참여하는 경우, RC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마다 대학에 맞는 운영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경북의 K대학교에서는 기숙사 거주 

전체 학생들의 대상으로 전인교육강화 및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키는 A-RC(Residential College for All), 신입생들의 안정적

이고 빠른 대학생활 정착 강화를 위한 F-RC(Freshman Residential 

College),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어학관련 프로그램으로 글로

벌 역량강화를 위한 E-RC(Extraordinary Residential College), 

전공직문 분야 및 신체 건강 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P-RC(Physical 

Activity Residential College), 인성 및 소통 공감 능력 강화 교육

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C-RC(Concord Residential 

College), 학점 연계 RC는 정규교과에 준하는 기초 공동체 학습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한 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인성기반 공동체 교육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 생활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과도기 시간을 시작 하는 곳으로 같은 전공이 

아닌 타 전공 학생과 소통과 대학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적인 대학은 전공 지식 함양을 하는 곳이라면 RC는 다양한 

사람과 활동을 통해 건강한 대학문화 형성에 기여 하는 곳이라고 

보여 진다[5].

대학생이 되면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 대학생활

이다.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스스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아지게 

된다. 대학에 와서 새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 외 새로운 

친구, 교수 등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이 가능하다[6].

본 연구에서는 RC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RC 운영으로 학생간의 교류 확대가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생활관 생활 중인 대학생 600명 대상

으로 개별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관에

서 실시하는 RC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미 참여 학생의 차이를 보기 위해 조사방법으로 

대학교 내 생활관의 협조를 얻어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금 연구 목적과 설문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 한 후 회수하였다. 600부 배포 하였으나 585부 회수 되고 

회수된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570부를 본 

연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대인관계 스트레스(23문항), 

대학생활적응 검사(25문항), 회복 탄력성 검사(27문항)으로 각 

요인별 세부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문항을 읽고 관련성이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

고, 역 문항은 따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1) 대인관계스트레스

대학생 대안관계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인지

적 자극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지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전[7]의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 

한 것을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역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

관의 관계(6문항), 이성과의 관계(6문항), 친구와의 관계(5문항), 

교수와의 관계(6문항)으로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생활 안에서 학업, 성

취도, 정서적인 면 등 생활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학생활적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를 이[8]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업적 적응(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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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응(5문항), 정서적 적응(5문항), 신체적 적응(5문항), 대

학에 대한 애착(5문항)으로 총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psychological resilience)은 생활의 위기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인지능력을 의미한

다. 신[9]의 회복탄련성지수 RQ(resilience quotient)를 김이 수정 

보완한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자지조절 능력(9문항), 대인관계

능력(9문항), 긍정성(9문항)으로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의 관련성은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

여 확인하였다. 각 대인관계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의 하위요인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ver. 23.0 for windows, 

Chicago, IL. USA)을 사용하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p)은 0.0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여자(42.8%)보다 남자(57.0%)

가 더 많았고, 계열은 간호보건대학(31.2%), 항공서비스대학

(27.9%), 항공공과대학(21.1%), 사회안전대학(19.85) 순으로 많

았다. 학년은 1학년(71.65)이 가장 많았고, 2학년(15.85), 4학년

(7.2%), 3학년(5.4%) 순으로 많았다<Table 1>.

2.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의 관련성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스트레스(r=.349, p<.001)

는 관련성이 있었지만, 대인관계스트레스는 회복타력성(r=-.401, 

p<.001)과 관련이 있었다<Table 2>.

3. 대학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 하위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이성관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이 낮았고(β=5.212, p<.001), 가족과의 스트레스, 친

구와의 스트레스, 교수와의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4.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회복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Variable N %

Gender Male 325 57.0

Female 244 42.8

Department Nursing Health 178 31.2

Social safety 113 19.8

Engineering 120 21.1

Service 159 27.9

Grade 1 grade 408 71.6

2 grade  90 15.8

3 grade  31  5.4

4 grade  41  7.2

Total 570 100

by frequency test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ents

Variable β t p VIF

Stress_family   .298  .227 .821 6.026

Stress_sexual relationship  5.212 3.937 .000 5.774

Stress_friend -1.205 -.862 .389 6.913

Stress_professor   .903  .929 .353 3.687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1, *p<.05, R2 =.129, Durbin-Watson= 

2.068

<Table 3> Analysis of sub-factor of interpersonal stress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Variable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terpersonal 

stress
Resilience

University life adjustment 1

Interpersonal stress   0.349** 1

Resilience -.070 -.401** 1

by correlation analysis, **p<.01, *p<.05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terpersonal

stress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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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β=4.905, p<.001), 자기조절회복력과 긍정회복력은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4>.

5. 대학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1단계의 대인관계스트레스

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421, p<.001). 2단계의 대인관계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β=.219, p<.001). 3단

계에서 대인관계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을 예측 변

수로,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β=.240, p<.001)은 유의하

였으나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β=.050, p=.052)은 유의하

지 않았다<Table 5><Figure 1>.

Ⅳ. 고찰

본 연구는 대학 내 생활관에 거주하며 RC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의 각 하위 

요인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

계에서는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스트레스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49, p<.001).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상관이 있다는 김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회복 탄력성과 관계성도 대인관

계가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내린 선행연구[10]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타인과의 잘 소통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좋은 관계를 지속 할 수 있는 기술을 대인과계라 

정의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관찰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영역은 

이성관계, 친구, 가족, 교수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

[11][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관계로 유효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Variable β t p VIF

Resilience_self-regulation 1.603 1.292 .197 3.971

Resilience_human relationship 4.905 8.155 .000 1.171

Resilience_positive -.981 -.865 .387 3.819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1, *p<.05, R2 =.109, Durbin-Watson= 

2.078

<Table 4> Analysis of sub-factor of resilience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tep Variable β t p R2 F p VIF

1
Interpersonal stress 

→ resilience
-.421 -10.417 p<.001 .159 108.519 p<.001 1.000

2
Interpersonal stress 

→ university life adjustment
 .219  8.865 p<.001 .120  78.591 p<.001 1.000

3

Interpersonal stress, resilience →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terpersonal stress 

→ university life adjustment
 .240  8.923 p<.001

.124  41.387 p<.001

1.191

Resilience 

→ university life adjustment
 .050  1.948 .052 1.191

by mediation effect analysis, **p<.01, *p<.05

<Table 5>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stress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stress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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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대안관계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이성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낮았고(β=5.212, p<.001), 

그 외 가족과의 스트레스, 교수와의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13]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와의 관계

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인지된 스트레스의 수준이 환경, 생활에 따라 직 간접적으

로 영향을 다르게 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간의 교류, 이성 간의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내 상담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에 지속적인 상담과 조언으로 

대학생들이 소통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대

인관계 회복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고(β=4.905, 

p<.001), 자기조절회복력과 긍정회복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외적 

힘든 상황에 스스로 유연하게 이겨내서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의 연구와 회복탄력성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유지한

다는 구의 연구와 일치된다[14][15]. 회복탄력성에 따라 주변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결론으로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경북의 한 대학의 생활관에서 RC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단기적인 

효과로 객관적 자료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와 

미 참여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해서 본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막 대학생이 된 학생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대학 내부의 행 재정적 지원도 

같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RC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다양한 RC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간의 교류 확대

가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57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스트레스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RC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이성관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회복탄력성에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회복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RC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대인관계는 대학생생활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학 차원에서 심리지원 및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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