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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가족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에 따른 연구결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대학생활적응(college lif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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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경험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개인의 적응체계의 기본이 되고 이후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이다[1].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대학생

의 학업수행능력과 연관되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경우 학업수행능력이 저하되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2]. 이러한 결과는 대학 졸업 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자기결정성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탐색 행동,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등이 촉진”된다고 보았다[3].

가족탄력성은 가족 성원들이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직면하여 

가족 내의 힘을 강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4].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적 변인 중 주목할 만한 환경 변인인 가정환경은 

한 개인이 처음으로 만나는 환경이며 부모는 한 개인이 자라는데 

동일시의 대상이 되므로 생애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1].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5].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가족탄력성의 연구에 있어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위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가족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가족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가족탄력성, 사회적지

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가족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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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earch method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대학생이 자기결정성, 가족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Research targets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동의를 얻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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