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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B 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인 유학생 총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사회정서

역량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한국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인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적응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응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관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정서적응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만족도에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기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차원에서 다양한 사회

정서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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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의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영역 등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인적 자원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유학생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2013)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등으로 한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 1만 2천여 명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에는 8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 유학생들의 꾸준한 증가는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교육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할 때 학

업수행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 새로운 대인관계의 형성, 낯선 환경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적

응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의내용의 이

해 부족, 연구수행과 발표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심

리적, 정서적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대학생활 적응 문제로 호소하고 있다(공영태, 2005; 임수진,

한규석, 2009). 이러한 적응상의 어려움은 심리적,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

하고, 그 결과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돌아가거나 이후에도 장기간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한식, 김정환,2013). 유학생들의 대학적응은 개인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김삼화(2005)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 중 동일한 문화차이를 경험하고 문화

적응 과정을 겪지만 일부 학생은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들이 축적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응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기성장과 자기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유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

는 태도와 대처하는 개인적 역량에 따라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김소정, 송하나, 2011). 따라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개인적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높여주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적응 혹은 부적응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개인적 역량으로 사회정서역량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정서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왕따 같은 학교

부적응문제의 원인이 정서적 역량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강현숙, 2008; 이정

선,2012; 하영희, 2004). 또한 여러 연구들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증진이 학교적응에 직

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9; 이정화, 2012; 정창우, 2013).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통해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최근 학생의 성공에 있어서 사회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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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Goleman, 2006). 사회정서역량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지

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감정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Hughes & Terrell, 2007).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

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역량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취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인간관계면에서도 조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

들이 있다. 정창우(2013)는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의 미래를 위해 사회정서역량을 반

드시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신현숙(2011)은 사회정서역량은 학생의 학교관련 태도

와 행동 및 학업수행,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사회정서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각 문화마다 갖는 정서의 특수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서적 

기술은 대학생활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부담이 많은 문제

나 환경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이들 역량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국내 유학생들 중 중국학생들에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2013)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외국인유학생의 약 60%에 이르

는 5만 여명이 중국 유학생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국내 가장 대표적인 유학생 집단으로 생각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유학

생들이 한국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정서역량

최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사회정서역량이 주목받고 있

다. 사회정서역량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

히 인지하고 그 감정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Hughes & Terrell, 2007).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2004)이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정서역량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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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

며,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p7)”으로 보고 있다. 즉 자

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제를 통해 자기 주변의 환경 및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Elias (2009)는 사회정서역량의 5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인식(self-awareness)이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

정확한 자기지각을 하는 능력; 자신의 강점, 요구,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 자기효능감을 형성하

는 능력 등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

력을 말한다. 타인의 관점을 취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다원

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건강하고 적절한 존중을 포함한다. 셋째, 자기관리

(self-management)는 내적 자기조절 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외현적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한다. 자기관리에는 충동조절, 스트레스 관리, 자기 동기화, 개인적 훈육(personal

discipline),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하는 능력 등이 포함

된다. 넷째,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

양한 기술을 효과적이며 외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 의사소통,

사회적 교류, 협동, 타협, 갈등관리, 도움추구 및 도움제공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은 분별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문제 확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의 평가,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의 적용, 다양한 대안의 평가, 개인적 도덕

적 윤리적 책임감의 발달을 포함한다.

기존의 사회정서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학교부적

응문제의 원인이 정서적 역량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강현숙, 2008; 이정선,2012;

하영희, 2004). 또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정서발달과 학업수행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회정

서적 기술에 결함이 있는 학생들은 학업수행에 실패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Calkins,

Anastopoulos, Keane, & Shelton, 2003; Martin, Drew, Gaddis, & Moseley, 1998). Gerald,

Moshe, Richard, (2010)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로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하여 사회적응력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서적 ,

사회적 역량들은 조직 환경 내에서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은

우(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사람과 조화

롭게 교류함으로써 만족스럽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지현(2008)은 대학생

활 동안 발생되는 내적·외적 어려움과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기를 통제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나

가는 능력은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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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증진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

회적, 정서적 역량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9; 이정화, 2012;

이지은, 2014). 따라서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통해 사회적응이나 학교적응에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최근 학생의 성공에 있어서 사회정서역량이 중요한 역할로 평가받고 

있다.

2.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은 중등학교에서의 생활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되면서 대학생활 적응은 학

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응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rkoff, 1986). 즉 적응이란 한 개인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환경을 자신에게 맞

도록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와 사회

배경이 다른 유학생들에게 대학적응은 유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Arkoff(1986)는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정의

하고, Baker와 Siryk(1984)는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 즉 수업이나 시험 등의 구체적인 

학업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대학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

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교, 학생에 대한 전

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 적응의 정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

싼 외적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업적 적응이다. 학업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이다. 사회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ᐧ교
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이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

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성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 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활 

만족도이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

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나타낸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새로운 환

경, 발달상의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을 떠나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회적·정서적 문화

와 환경, 외로움등과 같은 문제에도 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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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강의내용 이해나 연구수행 

능력의 부족과 관계된 학업적인 영역, 심리· 정서적 부적응,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사

회·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공영태, 2005; 임수진,한규석, 2009). 이러한  학업적, 심리·

정서적 문제는  2차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후에도 장기간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한식, 김정환,2013). 하지만 기존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다

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학생들의 대학적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일한 환경에서도 어떤 이들은 위기의 상황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

려 위기의 상황이 개인에게 위기를 딛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김삼화, 2005). 이

렇게 유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동일할지라도 환경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태도와 대처방식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김

소정, 송하나, 2011).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은 혼

란, 회피, 극복-노력, 현실수용 총 4단계과정으로 나타났는데, 혼란단계에서는 적응을 방해하는 

개인-부정적 장애물을 사용함과 동시에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회피단계에서는 한

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극복-노력단계와 현실수용단계에서는 개

인-긍정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적응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는 문화적응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이 필요

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설문지를 사

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2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

한 자료를 제외하고 183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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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A B C D 총

성별

남 27 17 9 16 69

여 49 27 24 14 114

총 76 44 33 30 183

대학급

어학원 5 6 3 7 21

대학 35 20 19 18 91

대학원 36 18 11 5 71

총 76 44 33 30 183

<표 1 >　연구대상

2. 측정도구

설문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는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사회정서역량

본 연구에서는 Petrides과 Furnham(2006)이 제작한 사회정서검사도구 TEIQue1.5의 단축형으

로 런던대학의 교육 연구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번안되어진 사회정서검사 척도를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초의 TEIQue-SF는 주관적 안녕감(well beings), 자기-통제

(self-contorol), 정서성(Emotionality), 사회성(Sociability)등의 4개의 하위변인으로 분류되어 있

다. 하위척도별로 측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성이나 사회성척도, 자기-통제 측정 내용에 자기인

식(self-awareness), 사회인식(social awareness) 또는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에 관한 내

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역량 중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제외한 4가지 역량인 자기인식(self-awareness), 사회인식(social

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와 주관적 안녕감(well

beings)을 포함한 5개 하위변인으로 재분류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

으로 자기 보고형 7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며,

척도문항 중 2번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종종 이해하지 못 한다', 4번 '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 한다'와 같은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3이고 .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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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배열 신뢰도

자기인식 6 1,3,7*,8*,16*,23 .812

사회인식 4 2*,13*,17,29 .850

자기관리 7 4*,14*,15,18*,19,22*,30 .816

관계관리 7 6,10*,11,21,25*,26*,28* .819

주관적 안녕감 6 5*,9,12*,20,24,27, .797

사회정서전체 30 .753

<표 2> 사회정서역량 척도의 특성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산 

2)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989)에 의해 개발되고 손교교（2012)에 의해 수정보완되어진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7문항으로 자기 보고형 5점 척도이며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네 가지 하위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업적　적응 척도는 대학생들

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수업, 시험)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 

척도는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대인 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서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

한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 척도는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넷째, 대학만족도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

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로서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문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 중 33번"나는 같은 방 

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해당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마십시오)"는 조사대상의 형평성을 위해서 삭

제하여 총66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719로 나타났다. 각 하

위변인별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배열 신뢰도

학업적적응 21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 .811

사회적적응 11 22*,23*,24*,25*,26*,27,28*,29,30,31*,32* .804

개인-정서적적응 17
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

48*,49
.868

대학만족도 17
50*,51*,52*,53*,54*,55*,56,57,58*,59,60*,61,62,

63,64,65,66* .792

전체 66 .719

<표 3>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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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되

었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정서역량의 상대적 설명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Ⅴ. 결과 및 분석

1. 기술통계 분석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인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전체 평균은3.15(SD=.365)이었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적응을 제외한 모

든 측정변수들의 평균점수가 5점 척도 하에서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보다 조

금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서역량 전체 평균은 4.08(SD=.505)이었으며, 사

회정서역량의 하위요인인 사회인식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들의 평균점수가 7점 척도 하에서 

4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보다 조금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분석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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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학업적응

2.사회적응 .468**

3.개인정서적응 .353** .305**

4.대학만족도 .491** .607** .383**

5.대학적응전체 .721** .761** .751** .781**

6.자기인식 .202** .338** .405** .412** .462**

7.사회인식 .130 .071 .372** .199** .280** .368**

8.자기관리 .285** .298** .194** .422** .379** .421** .227**

9.관계관리 .259** .369** .120 .356** .344** .393** .179* .480**

10.주관적안녕감 .333** .407** .267** .432** .464** .537** .336** .491** .531**

11.사회정서전체 .326** .408** .393** .503** .538** .796** .601** .700** .706** .782**

평균 3.18 3.26 2.95 3.22 3.15 4.31 3.34 4.24 4.28 4.23 4.08

표준편차 .399 .481 .656 .401 .365 .905 .729 .602 .701 .575 .505

최소값 2.00 1.91 1.24 2.18 2.06 2.00 1.50 1.83 1.67 2.60 2.39

최대값 4.48 4.36 4.76 4.59 4.40 7.00 5.25 6.00 6.00 5.60 5.15

왜도 .351 -.111 -.115 .537 .465 .036 -.290 -.227 -.104 .126 -.369

첨도 .964 -.414 .159 .689 1.248 .298 -.238 1.787 .841 -.008 .748

<표 4>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및 기술통계

*p<.05,**p<.01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정서역량은 대학생활 적응(r=.538, p<.01)간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사회인식과 대학생활 적응 하위변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간

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071<rs<.796, ps<.05).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 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정서역량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의 공차한계(Tolerance) 허용값은 .626-.864로 공차가 0.1을 초과하고, 분산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57-1.596사이로 VIF<10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공차의 

값이 .1이하이거나 VIF 값이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함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석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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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

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다회귀분

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 자기관리, 관계 관리를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인식

이 대학생활 적응전체를 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 값은 34.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00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β=.303,

p<.0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인식(β=.299, p<.001)이 대

학생활 적응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인식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관적 안녕감이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192 .048 .303 4.04***

자기인식 .120 .030 .299 3.98***

F=34.75***，R2 =.28  

<표 5>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 

*p<.05,**p<.01,***p<.001

2)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 자기

인식, 관계관리를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학업적응을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F 값은 13.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001).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

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β=.255, p<.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자기관리(β=.159, p<.05)가 학업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

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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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177 .055 .255 3.20**

자기관리 .106 .053 .159 2.00*

F= 13.51***, R2 =.13  

<표 6>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p<.05,**p<.01,***p<.001

3) 사회정서역량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 자기

관리, 자기인식을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관리가 사회적응을 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F 값은 22.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p<.001).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

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β=.293, p<.0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관계관리(β=.213, p<.01)이 사회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관리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

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245 .066 .293 3.72*** 

관계관리 .146 .054 .213 2.70**

F=22.21***    R2 =.45 

<표 7> 사회정서역량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p<.05,**p<.01,***p<.001 

4) 사회정서역량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자기관리,

관계관리, 주관적 안녕감을 제외하고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이 개인-정서적응을 22%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F 값은 25.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p<.001). 중국인 유학생의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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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인식(β=.310, p<.001)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인식(β=.257, p<.001)이 개인-정서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이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자기인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자기인식 .225 .051 .310 4.39***

사회인식 .231 .064 .257 3.64***

F=25.60***，R2 =.22  

<표 8> 사회정서역량이 개인-정서적응에 미치는 영향 

*p<.05,**p<.01,***p<.001

5) 사회정서역량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들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서역량의 사회인식과 관

계관리를 제외하고 주관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기인식이 대학만족도를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 값은 22.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p<.00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

(β)을 기준으로 볼 때, 주관적 안녕감(β=.209, p<.05)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관리(β=.235, p<.01), 자기인식(β=.200, p<.05)이 대학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하위변인들 중 주관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

기인식이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t
b 표준오차

주관적 안녕감 .146 .056 .209 2.69*

자기관리 .157 .050 .235 3.14**

자기인식 .089 .034 .200 2.59*

F=22.34***, R2 =.27  

<표 9> 사회정서역량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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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정서역량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

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의 사회적 유능성, 정서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김

희숙, 2006; 최지현, 2008; 노수임, 배성아, 2014)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중국인 유학생

의 경우에도 사회적서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어떤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자기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이 되었다. 하지만 대학생활 적

응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조금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먼저 학업적응에서는 사회

정서역량의 하위변인 중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관리가 순서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

고 자기관리란 내적 자기조절 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외현적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

며 대표적으로 충동조절, 스트레스 관리, 자기 동기화, 개인적 훈육, 적절한 목표를 수립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하는 능력 등이 포함한다(Elias, 2009). 따라서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적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능력이 필요

하며 또한 자신의 감정과 자기동기화 그리고 목표관리 등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미영(2001)의 자기관리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과제수행 등 학업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연구와 김선화(2012)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적고 따라서 

학업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사회적응에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관적 안녕감, 관계관리 순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적응은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

관적 안념감은 학업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가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관계관리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발전 능력이 직장과 학교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적응

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송정애, 장정순(2010)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개인-정서적응에서는 사회정서 역량의 하위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기인식, 사회인식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은 일반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통제 등을 토

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적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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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타인의 감정 역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대학만족도에서는 사회적 역량의 하위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관

적 안녕감, 자기관리, 자기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만족도란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또는 다른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유

학생이 자신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속한 한국 대학에 대한 애착과 호감을 갖고 다른 학생

들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절하

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대학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국내 연구(이은우, 2005) 결과와 일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은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 선진국의 

경우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유학생들이 최근 들어 많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사회정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활 적응의 구체적인 하위변인들에 따라서는 조금은 상이한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중국 유학생

들을 대상으로 전체 사회정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중

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 영역을 먼저 진단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형태로 필요한 사회정

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유학생들 중 개인-정서적 적응에

서 문제를 보일 경우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인 간의 차이와 집

단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 유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

구 결과를 다른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

를 통해 다른 국가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문화적 맥락에 차이를 연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정서역량 개발 프

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현장 적용 연구가 뒤 따른다면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전략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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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Chinese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Korea
1)2)3)

Jin, Chunhua*

Liu, Hongning**

Lee, Sangsoo***

As globalizing, there are more and more foreign students in Korea. In particular, the Chinese

students become a large part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nese student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in Korea.

For this we conducted a survey on 205 students of four universities in a metropolitan city,

Korea. This survey consisted of two parts: The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naire-Short

Form (TELQue-SF) and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nese student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and

the college life adaptation in Korea. Second, the Well-being and Self-awareness have influence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Third, the Self-management and the Well-being have an impact

on the Academic Adjustment. Fourth, the Well being and Relationship management have an

impact on the Social Adjustment. Fifth, the Self-awareness and the Social-awareness have an

impact on the Personal-Adjustment. Sixth, the Well being and the Self-awareness and

Self-management have an impact on the University-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boost

the better development of Chinese students’ college life. The social emotional competence related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Key word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awareness,

Social-awareness, Self-management,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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