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9

1. 서론
청년기의가장두드러진사회심리적특징은자아정체

감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이유현상이다. 청년기

에는 타인 또는 외부 사물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종

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

해 내적 일관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자아의 통합을 이

루기 시작하며, 자기 나름대로 정립된 새로운 생활 태도

https://doi.org/10.14400/JDC.2017.15.5.18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권은경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n College Students

Eun-Kyoung Kwon
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요  약  청년기에는 사회 생활에의 적응을 위하여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추구하고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을 위해 거쳐 가는 곳이 대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진출을 위한 자아정체
감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자아정체감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적으로는 목표지향성이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정서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은 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은 대학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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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suit of independent self-development in adolesce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re 
related to their adaptation in social life. In Korea, too, college is the place where graduates from high school 
go to advance in society.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identity and 
college life in university students. First, self - identity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djustment. 
Specifically, goal ori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djustment. Second, self - identity has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adjustment. In detail, self-acceptance, future confidence, and goal orientation were found to 
affect emotional adaptation. Finally, self - identity did not affect universit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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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치관으로 독립된 정체감을 확립해 간다. 청년기에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추구하고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

는것은그들의사회생활에서의적응과관련이있다[1].

특히 이 시기에 형성하는 적응 양식은 성인기의 사회생

활적응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통계청은 2017년 3월 23일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

회지표’를 발표하였는데 2016년 고교 졸업자 60만 7598

명 가운데 69.8%(42만 3997명)가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발표하였다[2]. 이처럼한국의경우고등학교를졸업하고

사회진출을 위해 거쳐 가는 곳이 대학이다. 따라서 한국

의청소년의경우대학생활을통해자아정체감이형성되

고이를통한사회적응의발판을마련한다고해도과언

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시

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과

의영향관계를살펴봄으로써향후사회진출을위한자아

정체감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자아정체감
Freud 등의 기존 자아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된

Erikson의 이론은 개인적인 정체감의 의식적인 감각과

무의식적 지향성, 자아통합 활동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규준, 특정 집단의 이상과 정체감에 대한 내적일치감 등

으로 자아정체감을 설명하였다.

Mussen, et.al(197)는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내지는 동일성인 동시에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것이라고 말

하였다[3].

김형태(1989)는, 정체감이란 “자기라는 것, 자기의 존

재증명, 진정한 자기, 주체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하였으며[4], 또한 자아정체감이란고정되거나불변의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수정되며

일관성을 갖는 자기의 통합된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Marcia(1966)는 자아정체감은 여러 가지 충동, 능력,

신념및개인의생활사등의자체발생적인내적, 역동적

체계로서 이는 곧 자기구조라고 정의하였다[5]. 이와 같

은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자아정체감’이라는 개념은 매

우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이를사회고학에서는실증연

구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2.2 대학생활
인간은사회생활을해가면서끊임없는변화와다양한

상황속에서계속적으로그환경에의적응을요구받는다

[6]. 청년의황금기인대학생이라는환경도전혀다른새

로운 상황이며 학업 또는 학업외적으로 모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 잘 적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이란 적응의 주체인 개인을 대학생으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이 요구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을 의미한다[7].

Baker, et.al(1984)는 대학생활적응을 개인의 내적 적

응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적응을 포함하는 것

으로보고학업적적응, 개인-정서적적응, 대학환경적응

의 영역으로 나누었다[8].

첫째, 학업적적응은대학에서필요로하는여러가지

학업적과제를얼마나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를평

가하는 요인이며, 학업적 적응에는 인지적 학습능력 이

상을 포함하고 있다[9]. 학업적 요구에 부딪혔을떄의 대

처방식, 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도, 학업에 대

한동기, 시간관리, 목표의식등이학업적적응을평가하

는 중요한 요소로 설명된다[9].

둘째, 개인-정서적적응은개인의인성형성에있어중

요한요인인자기존재의본질, 위치, 역할등자기탐색과

정을 통한 올바른 적응을 말하며, 대학생활에서의 대학

생간삶의방향, 상호관계성, 자기가치등의개념이포함

된다[9]. 또한 심리적, 정서적반응과신체적반응이포함

되며, 이러한 것들은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 존재의 본질

을발견하고가치관을형성하는과정에서나타나게된다[6].

셋째, 대학환경적응은대학에서의전반적인만족감으

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대학에 대

한애착도, 대학의질에대한만족도, 개인적인학업적목

표에 대한 몰입정도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대학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나타낸다[6].

2.3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Cross, et.al(197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성취의상태와학업적응과의관계연구에서자아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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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군과 유예군이 학업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

다. Baker et. al.(1984)은 미국남녀대학생 443명을대상

으로 하여 본인이 개정한 개체화 척도와 자아정체감 검

사를사용하여후기청소년기에해당하는대학생들의개

체화와 자아정체감을 비교, 분석하였다[11]. 연구결과에

의하면개체화가잘진행되면대학생은높은학업적응도

를보일뿐만아니라개체화가애매한학생들이낮은자

아정체감의수준을보이는데비해높은성취의자아정체

감을보이고있음을발견하였다[11]. 그러므로개정된개

체화 척도는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높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11].

변강희(2009)는 연구결과에서 사회적지지 중 교수의

지지가높을수록대학생활적응의학업적적응도가높아

진다는 것을 밝혔다[12]. 이지선(2010)은 관련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수준이 학업적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아울러 정원근(2014)은 부모와의

의존적인관계를벗어나자율적인관계속에서자율감을

획득하면 개인-정서적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하

였으며[14]. 박선영(2003)은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개인-정서적 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15].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아리에 소속되어 적극적으

로 활동하는 학생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16,17], 대학의 물리적, 환경적인지원이대학에대한애

착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17].

상기 연구들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

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가설1. 자아정체감이학업적응에영향을미칠것이다.

1-1. 자기수용성은학업적응에영향을미칠것이다.

1-2. 미래확신성은학업적응에영향을미칠것이다.

1-3 목표지향성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주도성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친밀성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아정체감이정서적응에영향을미칠것이다.

2-1. 자기수용성은정서적응에영향을미칠것이다.

2-2. 미래확신성은정서적응에영향을미칠것이다.

2-3 목표지향성은 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주도성은 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친밀성은 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아정체감이 대학만족에영향을미칠 것이다.

3-1. 자기수용성은대학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

3-2. 미래확신성은대학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

3-3 목표지향성은 대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주도성은 대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친밀성은 대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실증 분석
3.1 연구 설계
3.1.1 조사설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조사는 창원시 소재

A전문대학의대학생을연구대상으로하여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총 130부 정도를배포하였으며, 회

수는 117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사용이 불가능한설

문지 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8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을 사용하

였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기초통계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자아정체감

Dignan.(1965)이 Erickson의 이론을 연구하여 자아정

체감의 구성요인을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

할 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및 대인관계 등 7개영역으

로구분하여연구한결과를토대로하여백지숙(2000)이

재 구성한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5개영역을토대로하여측정, 실증분석에사용

하였다.

(2) 대학생활적응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하여 Baker

et.al(1984)의척도를연세대학교학생상담소에서번안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학습적응, 정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3.2 기초분석
기초분석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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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requency Ratio(%)

Age

10's 39 35.5
20's 68 62.7
30's 3 1.8
50's 15 12.5
60's More than 4 3.3

Grade
1 27 24.5
2 17 15.5
3 66 60.0

Major
Humanities 98 89.1
Social 1 0.9
Education 11 10.0

Sex
Male 2 1.8
Female 108 98.2

<Table 1> Frequency analysis

3.3 신뢰도, 타당도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신뢰도는 사회과학에서 허용하는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타당도 분석에서도 아이젠값이

적절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variable Facter1 Facter2 Facter3 Facter4 Facter5
Cronbac
h's α

S.A.5 .778

.832

S.A.2 .770

S.A.4 .741

S.A.3 .686

S.A.1 .616

F.C.3 .848

.857
F.C.2 .814

F.C.1 .797

F.C.4 .789

G.O.3 .770

.796
G.O.2 .741

G.O.4 .693

G.O.1 .654

L.P.4 .807

.745
L.P.2 .721

L.P.1 .693

L.P.3 .564

I.1 .780

.712

<Table 2> Reliability, Validity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variable Facter1 Facter2 Facter3 Cronbach's α
S.A.4 .817

.794
S.A.3 .800
S.A.2 .686
S.A.5 .663
S.A.1 .514
E.A.4 .806

.790
E.A.1 .786
E.A.2 .683
E.A.3 .677
C.S.2 .863

.811
C.S.3 .812
C.S.4 .799
C.S.1 .690
Eigen 4.291 2.343 1.423
Ratio(%) 33.009 18.025 10.946

<Table 3> Reliability, Validity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

3.4 가설 검증
3.4.1 가설 1의 검증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
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1.915 4.310 .000
S.A. .191 .178 1.940 .055
F.C. -.188 -.146 -1.913 .058
G.O. .431 .444 4.733 .000***
L.P. .089 .082 .919 .360
I .042 .050 .579 .564

R²=0.430, F=15.687(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4>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가설1의 검증결과 R²값이 0.430으로 나타나 전체분산

중 4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값이

15.687(p<0.001)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1-1의 자기수용성은 t값은 1.940(p=0.055)로 유의

수준 p<0.05수준에서기각되었다. 즉자기수용성은학업

적응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의 미래확신성은 t값이 -1.913(p=0.058)로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미래확신성은 학업적응

에직접적영향관계가없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가설1-3

의 목표지향성은 t값이 4.733(p=0.000)으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즉 목표지향성은 학업적

응에직접적영향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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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도성은 t값은 .919(p=0.360)로 유의수준 p<0.05수준

에서 기각되었다. 즉 주도성은 학업적응에 직접적 영향

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1-5의친밀성은 t값이

.579(p=0.564)로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친밀성은 학업적응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4.2 가설 2의 검증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
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400 .743 .000
S.A. .276 .235 2.319 .022*
F.C. .243 .171 2.037 .044*
G.O. .257 .241 2.324 .022*
L.P. .114 .096 .971 .334
I .128 .139 1.472 .144

R²=0.303, F=9.027(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가설2의 검증결과 R²값이 0.303으로 나타나 전체분산

중 30.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값이

9.027(p<0.001)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2-1의 자기수용성은 t값은 2.319(p=0.022)로 유의

수준 p<0.005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즉 자기수용성은 정

서적응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2-2의 미래확신성은 t값이 2.037(p=0.044)로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즉 미래확신성은 정서적응

에직접적영향관계가있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가설2-3

의 목표지향성은 t값이 2.324(p=0.022)로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채택되었다. 즉목표지향성은정서적응

에직접적영향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2-4의

주도성은 t값은 .971(p=0.334)로 유의수준 p<0.05수준에

서 기각되었다. 즉 주도성은 정서적응에 직접적 영향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5의 친밀성은 t값이

1.472(p=0.144)로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친밀성은 정서적응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4.3 가설 3의 검증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
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2.395 3.349 .001
S.A. .099 .075 .625 .534
F.C. -.141 -.089 -.887 .377
G.O. .014 .012 .098 .922
L.P. .040 .030 .256 .798
I -.019 -.018 -.162 .872

R²=0.017, F=.3651(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6>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가설3의검증결과 R²값이 0.017로 나타나전체분산중

1.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설명

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1의 자기수용성은 t값은 .625(p=0.534)로 유의

수준 p<0.005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자기수용성은 대

학만족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3-2의 미래확신성은 t값이 -.887(p=0.377)로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미래확신성은 대학만족

에직접적영향관계가없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가설3-3

의 목표지향성은 t값이 .098(p=0.922)로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기각되었다. 즉목표지향성은대학만족에직접

적영향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3-4의 주도성

은 t값은 .256(p=0.798)로 유의수준 p<0.005수준에서 기

각되었다. 즉 주도성은 대학만족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5의 친밀성은 t값이

-.162(p=0.872)로 유의수준 p<0.05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친밀성은 대학만족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자아정체감의형성시기인대학생을대

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과의 영향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은학업적응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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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목표지향성이학업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수용성,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어진다. 이 결과는 전문대생을 상대로 한 자아정체

감의 측정이다 보니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점이 확

실하면 학업에 적응이 원활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아정체감은정서적응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은정서적응에영향을미치는것

으로나타났으며주도성과친밀성은영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검

증이기에 자기수용성, 미래에 대한 확신, 목표설정 등은

정서적인적응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은 대학만족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전문

대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이다보니 상대적으로 대학생활

자체는 만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은 대

학생의대학생활적응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이는청

소년기의자아정체감의형성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의

미한다. 입시위주의 청소년기를 보내기에 급급한 우리

학생들의 청소년기는 입시위주의 교과중심의 학습보다

도 자아정체감형성에 중요한 인성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표본의

한계를 보임으로써 대학생 전체의 자아정체감연구 결과

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추후 관련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는 전공별, 학년별, 지역별 표본의 안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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