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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지역의 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변인들의 결과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요인에서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긍정심리자
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은 낙관주의(p<0.001)와 자기효능감(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개인정서적응과 대학환경적응은 낙관주의(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을 향
상시킬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신입생, 치위생(학)과, 긍정심리자본, 대학생활 적응,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en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universities in Daegu, Busan and Ulsan. The major 
variables including hope, resilience, optimism, self-efficacy,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timism(p<.001) and 
self-efficacy(p<.001), while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timism(p<.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pply them systematically to the education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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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교

육여건 개선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의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
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취학률은 2018년 67.6%
로 나타났다. 2017년 통계청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의하
면 15세-19세 취학률은 OECD 평균 85%보다 높은 87%로 
나타났다[1].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며,고등학생
때까지는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생활방식을 수행해 오다가 
대학교 입학과 더불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욕구가 높아진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아 정체감
의 확립, 심리적 독립, 진로 정체성 강화 등의 다양한 발달
과업의 도전을 받게 된다[2]. 그러나 스스로 청년이나 성인
으로도 생각하지 않지만 대학생활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3].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성인기로 이행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반응 
의미하며, 그 구성요소로 4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환경 속에서 생활하면
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적인 요구에 성공적으
로 적응하는 학업적응과 대학생활 중 친구관계에 있어 학업
적 교류 및 공동체 생활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응, 일
반적인 심리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를 측정하는 개인정서
적응이 있으며, 재학 중에 대학에 대한 애착과 질적 부분에 
대한 만족도, 학업목표 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대학환경적응
으로 분류할 수 있다[4].

대학생활적응은 단순하게 지적인 발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회인으로써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의 있어서 대학생활 적응은 성공적인 사회구성
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5].

대학신입생은 후기 청소년기로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
에 적응을 하는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하는 시기
로써 신입생의 긍정적인 심리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성공적인 취업 및 성인으
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6]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심리
상태로 Seligman[7]의 긍정심리학을 기반이 되어 긍정조
직행동의 연구에서 유래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4가지 하

위요소로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와 
목표를 정의하는 희망,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동기부여
를 할 수 있는 복원력, 성공에 대한 긍정적 귀인을 만드는 
낙관주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서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더 큰 효과를 나
타낸다[9].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부요인인 낙
관주의와 복원력,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
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
에서도 낙관적인 태도, 자신감, 감정통제를 하부요인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논문들을 볼 때 특히 대학생
들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신감 등 긍정적인 사고는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들이다. 

치위생(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부적
응으로 인하여 학업능력 저하 및 중도탈락률 또한 증가 하
게 될 것이다. 또한 졸업 후에도 치과위생사의 직무인 지역
주민의 구강보건증진 향상에 기여도가 낮을것으로 예상된
다[12].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위생 
분야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긍정심리자
본과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알아보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
이 대학교 생활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긍정심리자

본과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지역의 대학교 치위생

(학)과에 재학중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추출방법으
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 후 이해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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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2019년 5월 27일부
터 2019년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300명 
중 불성실한 설문의 응답 자료 4명을 제외한 296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긍정심리자본은 이동섭과 최용득[13]이 사용한 연구도

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하위영역 요인은 희망 5문항, 복
원력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자기효능감 5문항으로 총 20
문항이다. 각각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4]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수정 및 보
완하였다. 하위영역 요인은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20
문항, 개인정서적응 15문항, 대학환경적응 15문항으로 총 
67문항이다. 각각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과 
KMO값은 표본적합도를 표기하는 것으로 0.5 이상인 문항
으로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긍정심리자
본 0.82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희망 0.706, 복원력 
0.663, 낙관주의 0.753, 자기효능감 0.772로 나타났다. 대
학생활 적응은 0.91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학업적응 
0.861, 사회적응 0.791, 개인정서적응 0.664, 대학환경적
응 0.749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

고,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 변인은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시행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긍
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
응, 대학환경적응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으로 분
석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의 조건
하에 최소 표본 크기는 23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 자료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29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 여자 98.0%, 남자 2.0%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유형
은 일반고 92.9%, 특성화고 5.8%, 자율고 1.0%,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학과 선택은 스스로 73.6%, 부모
님 17.6%, 선생님 4.7%, 지인 4.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6)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Male 6 2.0

Female 290 98.0

High school 
types

General high school 275 92.9
Specialized High School 17 5.8
Autonomous high school 3 1.0

Etc 1 0.3

School and 
department 
selection

Oneself 218 73.6
 Teacher 14 4.7
Parents 52 17.6

Acquaintance 12 4.1
Total 296 100.0

3.2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44점으로 나타
났고, 하위영역별 요인은 희망 3.63점, 자기효능감 3.41점, 
복원력 3.36점, 낙관주의 3.3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활 적응 정도의 평균은 3.2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요인은 대학환경적응 3.48점, 사회적응 3.41점, 개인정서적
응 3.11점, 학업적응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degre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aracteristic M±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3.63±0.52

Resilience 3.36±0.48

Optimism 3.36±0.57

Self-efficacy 3.41±0.58

Total 3.44±0.47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2.97±0.46

Social adaptation 3.41±0.46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3.11±0.41

University enviornment 3.48±0.52

Total 3.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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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희망은 

자기효능감(r=0.700, p<.01), 복원력(r=0.654, p<.01), 낙
관주의(r=0.654, p<.01)와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복원력은 자기효능감(r=0.694, p<.01), 낙관주의(r=0.639, 
p<.01), 사회적응(r=0.467,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
타내었다. 낙관주의는 자기효능감(r=0.718, p<.01), 학업적
응(r=0.579, p<.01), 사회적응(r=0.571, p<.01)과 정적 상
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응(r=0.589, 

p<.01), 학업적응(r=0.571, p<.01), 대학환경적응(r=0.458,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적응은 대학환
경적응(r=0.683, p<.01), 사회적응(r=0.628, p<.01), 개인
정서적응(r=0.507,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응(r=0.825, p<.01), 개인정서적응
(r=0.435,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개인정
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r=0.451, p<.01)과 정적 상관 관계
를 나타내었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Hope Resilience Optimism Self-efficacy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University 
enviornment

Hope -

Resilience .654** -

Optimism .654** .639** -

Self-efficacy .700** .694** .718** -

Academic 
adaptation .480** .455** .579** .571** -

Social 
adaptation .489** .467** .571** .589** .628** -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226** .245** .367** .268** .507** .435** -

University 
enviornment .423** .361** .529** .458**  .683** .825** .451** -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 < .05, **p < .01, ***p < .001 

3.4 긍정심리자본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4

와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0.001)와 자기효능감
(p<0.001)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adapt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p

constant 1.127 0.161 <0.001***

Hope 0.051 0.061 0.058 0.405

Resilience 0.005 0.065 0.006 0.935

Optimism 0.259 0.056 0.328 <0.001***

Self-efficacy 0.225 0.060 0.291 <0.001***

***p < .001 
F=45.840, p<0.001, R2=0.378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3.5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0.001)와 자기효능감
(p<0.001)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ocial adapt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p

constant 1.497 0.163 <0.001***

Hope 0.056 0.062 0.063 0.367

Resilience 0.014 0.066 0.015 0.826

Optimism 0.227 0.057 0.282 <0.001***

Self-efficacy 0.263 0.061 0.332 <0.001***

***p < .001 
F=47.361, p<0.001, R2=0.386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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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

과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0.001)에서 유의미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p

constant 1.680 0.197 <0.001***

Hope 0.034 0.065 0.043 0.603
Resilience 0.024 0.069 0.028 0.728
Optimism 0.360 0.068 0.398 <0.001***

Self-efficacy 0.012 0.064 0.017 0.851
***p < .001 
F=30.733, p<0.001, R2=0.287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3.7 긍정심리자본이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이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

과 같다.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p<0.001)에서 유의미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university 
enviornment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p

constant 2.239 0.172 <0.001***

Hope 0.101 0.074 0.101 0.177
Resilience 0.062 0.079 0.057 0.438

Optimism 0.259 0.060 0.364 <0.001***

Self-efficacy 0.125 0.073 0.141 0.091
***p < .001 
F=11.387, p<0.001, R2=0.135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긍정심리자본 수준
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5첨 척도로 본 결과 3.24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오[14]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
활 적응도가 3.36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고, 치위생
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적응도가 3.14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5]. 그리
고 본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정도는 3.24점으로 나타
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논문이 없어 간
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정도
를 비교해본 결과 김[16]의 연구에서 3.50점, 정 등[17]의 
연구에서는 3.42점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비슷한 결과
로 여겨진다.

긍정심리자본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복원력은 사회적응(r=0.467, p<.01)과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낙관주의는 학업적응(r=0.579, p<.01), 사회적
응(r=0.571,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응(r=0.589, p<.01), 학
업적응(r=0.571, p<.01), 대학환경적응(r=0.458, p<.01)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오[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
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관계 
있다고 보고하였고, 박[18]은 낙관성과 자아존중감이 대학
생의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 연
구의 변인들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복원력, 낙관주
의,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므로 본 연구를 뒷받
침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는 낙관주의와 자기
효능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서적응과 대학
환경적응은 낙관주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대학
생활 적응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19]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만족
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20]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높아질수록 스
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긍정적 감정을 활용하여 자신감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대학생활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21]등은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낙관적 태도였으며 그 외의 
요인으로 자신감, 감정조절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낙관적 태도와 
감정통제 자신감 등을 하위요인으로 한 자아탄력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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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
[23]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직무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
서함양을 통한 자신감, 자기 확신을 강화하여 치위생과 학
생들의 직무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에서는 긍
정심리자본을 주제로 한 연구가 없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려우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개념인 희망, 낙관주의, 복원
력,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 앞에서 제시한 연
구결과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조[24]는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긍
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을 볼 때 대학생의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이 시기
의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는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 확립시
키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단면조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치
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
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현 시점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논
의를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치위생
학 분야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성취도, 진로의사
결정, 전공만족도 등의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과 신입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
자본을 향상시킬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하여 체계적으
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의 
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신입생 291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4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
역별 요인은 희망이 3.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생활 적응 정도의 평균은 3.2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요인은 대학환경적응이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회적응은 대학환
경적응(r=0.825, p<.01)과 정적 상관을 높게 가지고 있었
고, 낙관주의는 자기효능감 (r=0.718, p<.01), 희망은 자기
효능감(r=0.700, p<.01), 복원력은 자기효능감(r=0.694, 
p<.01)과 정적 상관을 높게 가지고 있었다. 학업적응은 대
학환경적응(r=0.683, p<.01)과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응
(r=0.589, p<.01), 개인정서적응은 대학 환경적응(r=0.451, 
p<.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3.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
응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주의(p<0.001)와 자기효능감
(p<0.001)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4.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 중 개인정서 적응과 대
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주의(p<0.001)에서 유의
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학)과 신입생의 긍정심
리자본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낙
관주의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있는 중재프로
그램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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