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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생들이 학 생활에 잘 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별과 학년  

응 역별로 개인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DEU-GRIT 척도, 규 , 학 생활 응, 성별, 학년

*이 논문은 동의 학교 학생상담센터의 ‘2018학년도 DEU GRIT 검사 개발 (2차) 결과 보고서’를 축약한 것임.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 김보성, 동의 학교 철학상담․심리학과 교수, 부산 역시 부산진구 엄 로 

176, E-mail : bkim@deu.ac.kr

 ￭최 투고일: 2019년 3월 1일   ￭심사마감일: 2019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4일

사회과학연구 제30권 3호(201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39-157

http://dx.doi.org/10.16881/jss.2019.07.30.3.139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6881/jss.2019.07.30.3.139&domain=http://jsscnu.r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140 ▪ 사회과학연구 제30권 3호(2019)

1. 서 론

학 생활 응은 학교에 진학하여 수학하는 

학생들이 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얼마

나 하게 처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차원  

상이며, 다양한 요구들이 수반되는 학업 응, 사

회 응, 정서 응, 진로 응의 차원을 모두 포함

하는 체 인 개념이다(황효혜, 이용남, 2014). 

학 생활에 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도에 포기하거나 부정 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자신의 재의 삶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하도록 하는 심리  안녕감에

도 향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Gerdes & 

Mallinckrodt, 1994; 김경미, 2009; 김종운, 이명

희, 2014; 김 숙, 강선모, 2013; 김수지, 2012; 조

명 , 나진경, 2017; 주 아, 김 혜, 원수경, 2012; 

홍계옥, 강혜원, 2010)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학생이 학에 성공 으로 잘 응하는 것

이 학생 개인 으로나 사회 으로나 매우 요한 

의미가 있음을 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 응에 기여 

하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은 높다. 특히 학생들의 

응 정도를 선별하기 해 기존의 여러 검사를 

이용하다 보니 특정 학의 학생들이 실제로 겪

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해 종합 으로 악

하고 하게 개입하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정희 등(2018)은 학 신

입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학 생활 응을 학

업 응, 사회 응, 정서 응, 진로 응 등의 4가지 

하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107문항의 학 생활 

응 척도를 개발하 다. 한,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하고 검사 수행에 향을 미치는 인구 통

계학 변인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신입생의 규

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년에 걸친 학생들을 

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

다. 학 생활이 어도 4년에 걸쳐 진행되며, 

기의 응이 학을 졸업하는 순간까지 꾸 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년 

변인이 학교 내 생활 응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김보성, 박명실, 민윤기, 

2009). 학 생활 응의 하  역  진로 응

과 련된 역들을 살펴본 윤명희, 서희정(2005)

의 연구는 이러한 시사 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

들에게 있어 이들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응

수 이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

입생 시기의 기 응수 이 학에서의 시간 

변화, 즉 학년의 변화에 따라 유지되지 않고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정희 등(2018)의 연구는 성별에 따른 

학 생활 응을 구분하고 있으나, 학년에 따른 변

화를 고려한 성별의 차이가 하게 고려되었다

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학 생활 응에 있어 

성별의 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들이 존재한다고 본 김도희(2018)의 연구 결

과를 고려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학 생

활 응 측면을 개별 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높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

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개인별 학 응 수 을 

정확하게 악하여 이들의 응을 돕기 해  

학년에 걸친 재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기 로 기본 

규 을 제시하 으며, 성별과 학년은 참조 규 으

로 제시하여 인구학  특성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

도록 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규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재 응수  악뿐만 아니라 연도별 

변화추이와 학년별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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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학생들의 학

응을 한 교내 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기 자

료로써 높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 두 가지와 같다.

첫째,  학년에 걸친 학 내 재학생들을 상

으로 학 생활 응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고 인구학  특성(학년별, 성별)에 따른 규

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인구학  특성인 성별과 학년별로 학생

들의 학 생활 응수 의 차이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학 생활 응을 돕기 한 방안을 모

색하는 데 기  데이터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방 법

1) 연구대상

해당 연구는 2018학년도 2학기 9월부터 10월까

지 D 학 1～4학년 체 재학생을 상으로 진행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경력포탈시

스템 내 DEU-GRIT 검사 실시 경로를 통하여 

설명된 연구 취지와 연구 참여자의 연구 윤리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하 다. 이

들에게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응답 결

과의 비 보장과 연구 사후 처리에 한 안내 등

을 재공지하 다. 해당 과정을 거쳐 수집된 데이

터는 4,556명이었으나 불성실한 반응 1명의 데이

터를 제외하고 최종 4,555명의 데이터가 통계처리

에 사용되었다.

(1) 인구통계학적 분포

인구통계학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2,131

명(46.8%), 여성 2,424명(53.2%)이다. 학년은 1학

년 2,248명(49.3%), 2학년 939명(20.6%), 3학년 

823명(18.1%), 4학년 545명(12.0%)이었다. 평균 

연령은 20.7세(SD=2.27) 다(<표 1> 참조).

변인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 2,131 46.8

여 2,424 53.2

학년

1학년 2,248 49.3

2학년 939 20.6

3학년 823 18.1

4학년 545 12.0

연령(만)

17세 1 0.0

18세 216 4.7

19세 1,787 39.2

20세 641 14.1

21세 445 9.8

22세 545 12.0

23세 463 10.2

24세 271 5.9

25세 118 2.6

26세 38 0.8

27세 13 0.3

28세 4 0.1

29세 이상 13 0.3

계열
인문사회계열 2,036 44.7

이공계열 2,519 55.3

<표 1>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계열 분포

(2) 계열 분포

본 연구에 제시된 분포는 교육 련기 의 정보

공개에 한 특례법(제6조)에 의거, 학의 공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 학알리미(http://ww

w.academyinfor.go.kr/)에 기재된 표 분류계열정

보의 계열 기 으로 그에 따라 D 학의 학과를 분류

하 다. 그 결과 인문사회계열 2,036명(44.7%),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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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2,519명(55.3%)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측정도구

(1) DEU-GRIT 대학 생활 적응 검사

학생의 학 생활 응수 을 검증하기 해 

이정희 등(2018)이 개발한 DEU GRIT( 학 생

활 응) 검사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학업 응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탄력성), 사회 응(사회  

자기효능감,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가족 계 

유능감), 정서 응(자아존 감, 정서조 능력, 정

서안정성), 진로 응(진로정체감, 진로자신감, 진

로활동)의 4개 하 요인과 11개의 세부 하 요

인, 총 107문항으로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 요인 문항 수 신뢰도

학업 응 23 .968

학업 자기효능감 16 .879

학업탄력성 7 .835

사회 응 28 .923

사회  자기효능감 17 .911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7 .857

가족 계 유능감 4 .870

정서 응 28 .936

자아존 감 7 .876

정서조 능력 5 .733

정서안정성 16 .930

진로 응 28 .927

진로정체감 9 .886

진로자신감 10 .904

진로활동 9 .850

체 107 .968

<표 2> DEU-GRIT 검사 하 요인별 신뢰도

이정희 등(2018)에서 확인된 신뢰도(cronbach 

)는 .851이며, 학업 응 .902 (학업 자기효능감 

.880, 학업탄력성 .810), 사회 응 .909 (사회  자

기효능감 .897,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847, 가

족 계 유능감 .871), 정서 응 .932 (자아존 감 

.843, 정서조 능력 .699, 정서안정성 .932), 진로

응 .915 (진로정체감 .864, 진로자신감 .896, 진로

활동 .82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체 

신뢰도는 .968이며,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3. 결 과

1)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학 생활 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서 T 수로 변환한 학 생활 응 수(이

정희 외, 2018)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표 3> 참조). 

그 결과, 학 생활 응 체, 학교 내 인 계, 

가족 계 유능감, 정서 응, 자아존 감, 정서 조

능력, 정서안정성, 진로정체감, 진로자신감, 진로 

활동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학 

생활 응(t=6.031, p<.001), 학교 내 인 계(t= 

7.657, p<.001), 정서 응(t=14.122, p<.001), 자아

존 감(t=7.089, p<.001), 정서 조 능력(t=9.133, 

p<.001), 정서안정성(t=14.107, p<.001), 진로정체

감(t=5.155, p<.001), 진로자신감(t=2.747, p<.01)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가족 계유능감

(t=-3.506, p<.001), 진로활동(t=-6.309, p<.001)

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

별에 따른 학업 응, 학업자기효능감, 학업탄력성, 

사회 응, 사회  자기효능감, 진로 응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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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성별 M(SD) t

학 생활 응
남 51.0(10.35)

 6.03***
여 49.2( 9.61)

학업 응
남 50.0(10.31)

 0.21
여 50.0( 9.72)

학업 자기효능감
남 49.8(10.42)

-1.13
여 50.2( 9.62)

학업탄력성
남 50.3(10.14)

 1.65
여 49.8( 9.87)

사회 응
남 50.2(10.58)

 1.42
여 49.8( 9.46)

사회  자기효능감
남 49.7(10.60)

-1.57
여 50.2( 9.44)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남 51.2(10.38)

 7.66***
여 48.9( 9.53)

가족 계 유능감
남 49.4( 9.68)

-3.51***
여 50.5(10.25)

정서 응
남 52.2( 9.88)

14.12***
여 48.1( 9.71)

자아존 감
남 51.1( 9.98)

 7.09***
여 49.0( 9.92)

정서조 능력
남 51.4(10.08)

 9.13***
여 48.7( 9.76)

정서안정성
남 52.2( 9.74)

14.11***
여 48.1( 9.84)

진로 응
남 50.1(10.25)

 0.66
여 49.9( 9.78)

진로정체감
남 50.8(10.15)

 5.16***
여 49.3( 9.81)

진로자신감
남 50.4(10.11)

 2.75**
여 49.6( 9.89)

진로활동
남 49.0(10.25)

-6.31***
여 50.9(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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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성별에 따른 학 생활 응의 차이 검증

2) 학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차이 검증

학년에 따른 학 생활 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ANOVA 검증을 실시하 으며, Leven 통계

량을 고려하여 등분산 가정 배 시에는 Welch 값

을 이용하 다. 한, 사후 검정은 등분산 가정 충

족 시 Scheffe test를, 배 시 Dunnett의 T3을 

실시하 다(<표 4-1>, <표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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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학년 M(SD) F 사후 검증

학 생활 응

1(a) 50.3( 9.96)

 1.61
2(b) 50.0( 9.78)

3(c) 49.7(10.15)

4(d) 49.3(10.27)

학업 응

1(a) 50.5( 9.76)

 4.98** a>c
2(b) 49.9(10.04)

3(c) 49.1(10.43)

4(d) 49.4(10.14)

학업 자기효능감

1(a) 50.1( 9.87)

 1.25
2(b) 49.8( 9.80)

3(c) 49.4(10.47)

4(d) 50.8(10.12)

학업탄력성

1(a) 50.8( 9.78)

 9.21***
2(b) 50.1(10.32)

3(c) 48.9(10.06)

4(d) 48.1( 9.87)

사회 응

1(a) 49.7( 9.97)

 2.49
2(b) 50.1( 9.80)

3(c) 50.5(10.18)

4(d) 50.0(10.18)

사회  자기효능감

1(a) 50.0(10.10)

 2.13
2(b) 49.9( 9.72)

3(c) 50.2(10.08)

4(d) 49.9( 9.97)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1(a) 49.2( 9.92)

15.2*** c,d>a
2(b) 50.2( 9.74)

3(c) 51.3(10.24)

4(d) 51.0(10.11)

가족 계 유능감

1(a) 50.4( 9.75)

 0.21
2(b) 50.3(10.00)

3(c) 49.5(10.53)

4(d) 48.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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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학년에 따른 학 생활 응의 차이 검증

하 요인 학년 M(SD) F 사후 검증

정서 응

1(a) 50.3( 9.83)

11.93*** a,b>d
2(b) 50.7( 9.93)

3(c) 49.6( 9.95)

4(d) 48.1(10.65)

<표 4-2> 학년에 따른 학 생활 응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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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년에 따른 학업 응(F=4.98, p<.01), 

학업탄력성(F=9.21, p<.001), 학교 내 인 계

(F=15.20, p<.001), 정서 응(F=11.93, p<.001), 자

아존 감(F=4.36, p<.01), 정서안정성(W=10.595, 

p<.001), 진로 응(W=2.640, p<0.05), 진로자신

감(F=4.52, p<.01), 진로활동(F=7.63, p<.001)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학업 응

은 1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학업탄력성은 1학

년이 3, 4학년보다 높았으며, 2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다. 학교 내 인 계는 1학년보다 3, 4학년

이 높았고. 정서 응은 4학년이 1, 2학년 보다 높

았다. 자아존 감, 진로 응은 사후검증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안정성은 4학년보

다 1, 2, 3학년이 높았고, 진로자신감은 1학년이 2

학년보다 높았다. 진로활동은 4학년이 1, 2학년보

다 높았고, 3학년이 2학년보다 높았다.

반면, 학 생활 응 체, 학업 자기효능감, 사

회 응, 사회  자기효능감, 가족 계 유능감, 정서

조 능력, 진로정체감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 학년 M(SD) F 사후 검증

자아존 감

1(a) 50.2( 9.92)

4.36**
2(b) 49.9(10.14)

3(c) 49.9( 9.99)

4(d) 49.4(10.12)

정서조 능력

1(a) 50.4(10.08)

1.17
2(b) 49.9( 9.83)

3(c) 49.9( 9.82)

4(d) 48.7(10.13)

정서안정성

1(a) 50.2( 9.83)

w

10.60***

T3

a,b,c>d

2(b) 51.0( 9.87)

3(c) 49.5( 9.88)

4(d) 48.0(10.79)

진로 응

1(a) 50.3( 9.98)

w

2.64*

2(b) 49.3( 9.50)

3(c) 49.8(10.39)

4(d) 50.4(10.29)

진로정체감

1(a) 50.3( 9.94)

2.17
2(b) 50.0( 9.91)

3(c) 49.4(10.20)

4(d) 49.5(10.06)

진로자신감

1(a) 50.5( 9.95)

4.52** a>b
2(b) 49.2( 9.56)

3(c) 49.5(10.35)

4(d) 49.9(10.28)

진로활동

1(a) 49.8( 9.86)

7.63***
d>a

c,d>b

2(b) 49.2( 9.85)

3(c) 50.6(10.40)

4(d) 51.5(10.0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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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학년 집단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차이 검증

성별  학년에 따른 학 생활 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서, 각 학년을 남녀로 구분, 총 8개

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하

다(<표 5-1>, <표 5-2>, <표 5-3>, <표 5-4> 

참조). 이 역시 등분산 가정 배 시에는 Welch 

값을 이용했으며, 사후 검정은 등분산 가정 충족 

시에는 Scheffe test를, 배 시에는 Dunnett의 

T3을 실시했다.

하 요인
집단

M(SD) F 사후 검증
학년 성별

학 생활 응

1
남(a) 50.9(10.49)

w

6.89***

a>d,f,h

c,e,g

>f,h

여(b) 49.7( 9.47)

2
남(c) 50.9( 9.94)

여(d) 49.1( 9.56)

3
남(e) 50.9(10.35)

여(f) 48.5( 9.80)

4
남(g) 51.5(10.56)

여(h) 47.8( 9.82)

학업 응

1
남(a) 50.3(10.21)

2.59*

여(b) 50.7( 9.36)

2
남(c) 50.2(10.22)

여(d) 49.7( 9.86)

3
남(e) 49.4(10.65)

여(f) 48.8(10.21)

4
남(g) 49.8(10.30)

여(h) 49.1(10.04)

학업 자기 효능감

1
남(a) 49.7(10.45)

1.49

여(b) 50.4( 9.35)

2
남(c) 49.7( 9.96)

여(d) 49.8( 9.64)

3
남(e) 49.3(10.78)

여(f) 49.6(10.15)

4
남(g) 51.4(10.47)

여(h) 50.3( 9.86)

학업 탄력성

1
남(a) 50.8(10.06)

7.51***
a>f,h

b>f,g,h

여(b) 50.8( 9.54)

2
남(c) 50.6(10.40)

여(d) 49.5(10.23)

3
남(e) 49.7(10.08)

여(f) 48.2(10.01)

4
남(g) 48.1( 9.78)

여(h) 48.0(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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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성별×학년 집단에 따른 학 생활 응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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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집단

M(SD) F 사후 검증
학년 성별

사회 응

1
남(a) 49.8(10.77)

1.24

여(b) 49.7( 9.25)

2
남(c) 50.2(10.06)

여(d) 50.1( 9.54)

3
남(e) 50.8(10.56)

여(f) 50.2( 9.78)

4
남(g) 51.1(10.74)

여(h) 49.3( 9.73)

사회  자기 효능감

1
남(a) 49.4(10.94)

1.37

여(b) 50.5( 9.30)

2
남(c) 49.5(10.02)

여(d) 50.2( 9.42)

3
남(e) 50.4(10.50)

여(f) 50.1( 9.65)

4
남(g) 50.6(10.29)

여(h) 49.5( 9.74)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1
남(a) 50.5(10.44)

w

13.97***

a,c,e,f,g

>b

e,g>d

g>h

여(b) 48.0( 9.31)

2
남(c) 51.1( 9.90)

여(d) 49.4( 9.51)

3
남(e) 52.2(10.54)

여(f) 50.4( 9.87)

4
남(g) 52.8(10.54)

여(h) 49.9( 9.65)

가족 계 유능감

1
남(a) 49.6( 9.74)

w

4.04***
b>a,e,g,h

여(b) 51.0( 9.72)

2
남(c) 49.9( 9.27)

여(d) 50.7(10.68)

3
남(e) 49.0( 9.93)

여(f) 49.9(11.11)

4
남(g) 48.7( 9.75)

여(h) 48.9(10.31)

***p<.001

<표 5-2> 성별×학년 집단에 따른 사회 응의 차이 검증

그 결과, 학년성별 집단에 따른 학생활 응

(W=6.89, p<.001), 학업 응(W=2.59, p<.05), 학

업탄력성(F=7.51, p<.001), 학교 내 인 계(W= 

13.97, p<.001), 가족 계 유능감(W=4.04, p<.001), 

정서 응(F=34.37, p<.001), 자아존 감(F=9.17, 

p<.001), 정서 조 능력(F=15.01, p<.001), 정서

안정성(F=34.86, p<.001), 진로정체감(F=7.12, 

p<.001), 진로자신감(W=3.15, p<.01), 진로활동

(W=11.65, p<.001)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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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활 응은 1학년 남학생이 2～4학년 여

학생보다 높고, 3, 4학년 여학생은 2～4학년 남학

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응의 학업탄

력성은 1학년 남학생이 3, 4학년 여학생보다 높

고, 1학년 여학생은 3학년 여학생과 4학년 남녀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응의 학교 내 인 계는 1학년 여학생이 

1～4학년 남학생, 3학년 여학생보다 낮고, 2학년 

여학생은 3, 4학년 남학생보다 낮으며, 4학년 여학

생은 4학년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 계 유능감은 1학년 여학생이 1, 3, 4학년 

남학생과 4학년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
집단

M(SD) F 사후 검증
학년 성별

정서 응

1
남(a) 51.9( 9.94)

34.37***

a,c,e

>b,d,f,h 

b,d>h 

g>d,f,h 

여(b) 49.0( 9.53)

2
남(c) 52.9( 9.63)

여(d) 48.4( 9.72)

3
남(e) 52.3( 9.57)

여(f) 46.9( 9.60)

4
남(g) 51.6(10.61)

여(h) 45.7(10.02)

자아존 감

1
남(a) 50.9(10.05)

9.17***
a,c,g

>d,f,h

여(b) 49.7( 9.78)

2
남(c) 51.5( 9.72)

여(d) 48.3(10.30)

3
남(e) 51.4( 9.84)

여(f) 48.4( 9.93)

4
남(g) 51.1(10.44)

여(h) 48.3( 9.75)

정서조 능력

1
남(a) 51.4(10.44)

15.01***

a>b,d,f,h 

b>h c,e,g

>d,f,h

여(b) 49.5( 9.70)

2
남(c) 51.4( 9.66)

여(d) 48.3( 9.76)

3
남(e) 51.3( 9.78)

여(f) 48.4( 9.64)

4
남(g) 51.6( 9.87)

여(h) 46.8( 9.86)

정서안정성

1
남(a) 51.9( 9.77)

34.86***

a,c

>b,d,f,h 

b,d>h 

e>b,d,f 

g>f,h

여(b) 48.8( 9.66)

2
남(c) 53.0( 9.47)

여(d) 48.9( 9.84)

3
남(e) 52.2( 9.31)

여(f) 46.8( 9.69)

4
남(g) 51.4(10.82)

여(h) 45.7(10.16)

***p<.001

<표 5-3> 성별×학년 집단에 따른 정서 응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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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집단

M(SD) F 사후 검증
학년 성별

진로 응

1
남(a) 50.4(10.41)

w

1.82

여(b) 50.2( 9.60)

2
남(c) 49.1( 9.54)

여(d) 49.5( 9.46)

3
남(e) 49.9(10.45)

여(f) 49.7(10.33)

4
남(g) 51.5(10.38)

여(h) 49.6(10.18)

진로정체감

1
남(a) 50.6(10.23)

7.12*** a,c,g>f,h

여(b) 50.1( 9.69)

2
남(c) 50.9( 9.99)

여(d) 49.0( 9.75)

3
남(e) 50.6(10.21)

여(f) 48.2(10.06)

4
남(g) 51.9( 9.99)

여(h) 47.9( 9.80)

진로자신감

1
남(a) 50.9(10.37)

w

3.15**
a>d

여(b) 50.2( 9.59)

2
남(c) 49.7( 9.40)

여(d) 48.8( 9.71)

3
남(e) 50.0(10.11)

여(f) 49.0(10.59)

4
남(g) 50.8(10.30)

여(h) 49.4(10.24)

진로활동

1
남(a) 49.3(10.28)

w

11.65***

a,b,h>c

d>a,c 

f>a,b,c,e

여(b) 50.1( 9.48)

2
남(c) 47.2( 9.89)

여(d) 51.1( 9.42)

3
남(e) 49.1(10.28)

여(f) 52.2(10.30)

4
남(g) 51.0(10.35)

여(h) 51.8( 9.86)

***p<.001

<표 5-4> 성별×학년 집단에 따른 진로 응의 차이 검증

정서 응은 1～3학년 남학생이 1～4학년 여학

생보다 높고, 4학년 남학생은 2～4학년 여학생보

다 높으며, 2학년 여학생은 4학년 여학생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1, 2, 4학년 남

학생이 2～4학년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정서조 능력은 1학년 남학생이 1～4학년 여

학생보다 높고, 2～4학년 남학생은 2～4학년 여

학생보다 높으며, 1학년 여학생은 4학년 여학생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안정성은 1～3학년 

남학생이 1～4학년 여학생보다 높고, 4학년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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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1, 2학년 여학생, 4학년 남학생보다 낮으며, 

4학년 남학생은 3학년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3, 4학년 여학생이 1, 2, 4학년 남

학생보다 낮고, 진로자신감은 1학년 남학생이 2학

년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활동은 

2학년 남학생이 1학년 남학생, 1～4학년 여학생

보다 낮고, 3학년 여학생은 1, 3학년 남학생, 1학

년 여학생보다 높으며, 2학년 여학생은 1학년 남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규준 개발 

학생들의 학 응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해

서 재학생 응답 결과를 기 로 기본 규 을 제시하

으며, 성별과 학년별 집단은 참조 규 으로 제시

하여 인구학  특성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 DEU-GRIT 검사 원 수를 아래(1～3)에 

따라 표 수(T 수)로 변환하여 고 험군(최하), 

잠재  험군(하), 정상군( ), 성공역량군(상)으

로 설정하 다. 

변환 수=범위
원점수최소값

×  (1)

Z 수=표준편차
변환점수평균

 (2)

T 수=점수×  (3)

척도의 평가 기 은 이정희 등(2018)에 따라 

상(71～100%), (31～70%), 하(11～30%), 최

하(0～10%) 그룹으로 나 었다. 최하 그룹(0～

10%)은 학 생활 응이 매우 낮은 수 으로 

험군으로 분류하 으며, 하(11～30%) 그룹인 경

우에는 학 생활 응이 낮은 수 으로 잠재  

험군으로 분류하 다. 한 (31～70%) 그룹인 

경우에는 학 생활 응이 평균 수 으로 응군

으로 분류하 으며, 상(71～100%) 그룹인 경우에

는 학 생활 응이 높은 수 으로 성공 역량군으

로 각각 분류하 다.

각 그룹의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 그룹의 

경우 학교생활과 개인 리를 잘하고 있으며, 

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스스로 잘 처하

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이다.  그룹의 경우 

스스로 학교생활과 개인 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도움을 받으면 

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이다, 하 그룹

의 경우 스스로 학교생활과 개인 리에 일부 어

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문 인 도움(상담, 코칭, 

멘토링 등)을 받으면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

는 학생이다. 최하 그룹의 경우 스스로 학교생활

과 개인 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문

인 도움(상담, 코칭, 멘토링 등)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이다. 

해당 내용을 규 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 요인
수

최하 하 상

학 생활 응 37.26 44.66 55.08 80.28

학업 응 36.88 45.32 55.45 74.01

학업 자기효능감 37.75 46.11 54.47 73.98

학업탄력성 36.42 45.72 55.03 67.43

사회 응 37.71 44.75 55.32 77.63

사회  자기효능감 37.16 44.34 53.90 70.65

<표 6> DEU-GRIT 척도 체 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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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성별
수

최하 하 상

학 생활 응
남 37.42 44.88 54.96 78.35

여 37.26 44.61 55.10 82.38

학업 응
남 37.24 45.42 55.25 73.26

여 36.53 45.21 55.63 74.73

학업 자기효능감
남 38.42 43.77 54.46 73.18

여 37.10 45.79 54.49 74.77

학업탄력성
남 36.35 45.53 54.70 66.93

여 36.48 45.90 55.32 67.88

사회 응
남 37.05 44.82 54.82 75.91

여 37.22 44.66 54.59 79.41

사회  자기효능감
남 38.12 44.89 53.92 69.72

여 36.16 46.30 53.90 71.63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남 38.07 45.46 55.31 75.02

여 36.71 44.76 55.49 79.63

가족 계 유능감
남 38.43 44.93 54.69 64.45

여 38.07 44.21 56.49 62.63

정서 응
남 36.17 44.98 56.44 67.90

여 36.57 44.64 55.40 72.43

자아존 감
남 36.46 42.94 55.89 65.61

여 38.50 45.01 54.78 67.80

정서조 능력
남 37.76 45.78 53.80 69.84

여 35.98 44.26 56.68 73.24

정서안정성
남 35.81 44.48 56.86 63.04

여 36.45 43.80 56.05 67.08

진로 응
남 37.97 44.17 54.79 76.05

여 37.59 45.02 55.23 77.50

진로정체감
남 36.34 45.73 55.11 69.18

여 37.43 44.71 54.41 71.40

진로자신감
남 38.04 43.71 55.08 70.22

여 36.66 44.40 56.01 71.50

진로활동
남 36.20 44.77 55.48 72.61

여 38.01 44.80 56.12 71.98

M=50, SD=10, N(남)=2,131, N(여)=2,424

<표 7> DEU-GRIT 척도 성별 규  결과

하 요인
수

최하 하 상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38.83 43.94 54.17 77.18

가족 계 유능감 38.25 44.55 53.99 63.43

정서 응 36.78 44.62 55.93 69.86

자아존 감 37.61 44.07 56.99 66.68

정서조 능력 39.10 43.14 55.26 71.43

정서안정성 35.96 44.40 56.45 64.88

진로 응 37.77 45.03 55.02 76.80

진로정체감 36.95 44.09 53.62 70.29

진로자신감 36.42 44.08 55.56 70.88

진로활동 37.06 43.64 54.62 72.18

M=50, SD=10, N=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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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학년
수

최하 하 상

학 생활 응

1 37.29 44.72 54.83 80.13

2 36.96 44.87 55.52 79.92

3 37.70 45.32 55.25 78.76

4 37.51 44.83 54.39 80.17

학업 응

1 37.75 44.67 55.05 74.08

2 37.03 45.43 55.52 74.01

3 38.30 44.77 54.48 73.89

4 37.65 44.31 55.96 74.27

학업 자기효능감

1 37.48 45.95 54.42 74.18

2 37.72 46.25 54.79 74.69

3 36.17 44.16 54.80 73.44

4 37.15 45.41 56.43 72.95

학업탄력성

1 35.26 44.78 54.29 66.98

2 36.78 45.79 54.80 66.82

3 37.56 43.72 56.04 68.37

4 38.21 44.50 53.92 69.62

사회 응

1 37.92 44.99 54.41 77.96

2 37.31 45.69 55.28 78.03

3 37.42 45.49 54.73 76.65

4 37.91 44.83 56.36 77.12

사회  자기효능감

1 37.29 44.40 53.88 70.46

2 36.93 44.31 54.16 71.37

3 37.03 46.52 53.65 70.25

4 37.19 44.39 53.98 70.77

학교 내 인 계 유능감

1 36.99 44.72 55.04 78.24

2 38.27 43.52 54.03 77.66

3 37.84 45.32 55.31 75.27

4 37.92 42.98 55.62 75.84

가족 계 유능감

1 37.59 44.04 56.95 63.40

2 37.98 44.28 53.72 63.17

3 36.36 45.32 54.29 63.25

4 36.37 45.73 55.10 64.46

M=50, SD=10, N(1학년)=2,248, N(2학년)=939, N(3학년)=823, N(4학년)=545

<표 8-1> DEU-GRIT 척도 학년 규  결과

하 요인 학년
수

최하 하 상

정서 응

1 36.22 45.07 55.70 69.86

2 36.90 44.79 56.19 69.34

3 36.23 44.11 55.48 70.36

4 37.74 44.12 55.72 70.43

<표 8-2> DEU-GRIT 척도 학년 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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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는 학생들이 체 으로 학 생활에 

얼마나 잘 응하고 있는지 검하고, 학이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

기 해서, 이정희 등(2018)이 개발한 DEU-GRIT

의 규 을 개발하는 데 목 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성별, 학년  성별과 학년의 집단

별로 학생들의 학 생활 응수 의 차이를 

우선으로 살펴보았다. 성별과 학년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 심으로 살펴보면, 체 인 학 생활 

응에 있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응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남학생들

은 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들은 이와 반 로 학

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응 역별

로 다시 살펴보면, 정서 응  정서 응 하 요

하 요인 학년
수

최하 하 상

자아존 감

1 37.26 43.78 56.81 66.58

2 37.90 44.27 57.02 66.58

3 37.70 44.17 57.11 66.82

4 38.35 44.73 54.95 67.08

정서조 능력

1 38.79 46.80 54.82 70.85

2 39.02 47.24 55.47 71.91

3 39.03 43.15 55.50 71.97

4 36.50 44.48 56.45 72.41

정서안정성

1 36.69 44.05 56.30 64.89

2 35.99 44.54 56.75 64.08

3 36.25 44.79 55.78 65.54

4 36.64 43.34 56.74 65.67

진로 응

1 37.47 44.75 54.75 76.58

2 37.88 44.56 55.08 78.97

3 37.53 44.52 55.01 75.98

4 36.88 44.81 55.40 75.68

진로정체감

1 36.53 43.71 53.30 70.07

2 36.86 46.47 53.67 70.49

3 37.76 44.75 54.09 70.43

4 37.53 44.63 54.09 70.66

진로자신감

1 37.77 43.53 55.07 70.45

2 36.59 44.60 54.61 72.63

3 37.37 44.77 55.86 70.65

4 36.87 44.32 55.49 70.38

진로활동

1 37.11 43.80 54.93 72.75

2 37.69 44.38 55.53 73.37

3 36.93 45.37 55.93 70.71

4 37.86 44.41 55.33 70.61

M=50, SD=10, N(1학년)=2,248, N(2학년)=939, N(3학년)=823, N(4학년)=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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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응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체 학 생활 

응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진로 

활동에서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진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더불어 여학생들은 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

수록 더 많은 진로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남학생

들은 4학년을 제외하면 오히려 학년인 1학년일 

때 더 많은 진로 활동에 참여하는 체 학 생활 

응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 생활에 

응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 차원

에서 여학생들에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남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졸

업하는 과정을 통해 응 정도가 향상되는 반면, 

여학생들은 오히려 졸업을 앞둔 시 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응 정도가 낮아진다는 에서 차

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진로 활동에 있어

서 고학년 여학생들이 매우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은 경험되는 학 환경의 차이를 극복

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들이 겪는 사회

의 시선 차이를 분명히 체감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 

열망, 취업과 련된 자기효능감 등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이 학업과 련된 욕구와 공 분

야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 가 낮아지거나 변화

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들과 그 맥을 함

께 한다고 볼 수 있다(김동익, 이 화, 2013; 이

기, 신세인, 아리  라흐마툴라흐, 하민수, 2017; 

정윤경, 오명숙, 김지 , 2008).

앞선 결과를 토 로 제언  에서 살펴보면, 

학 생활 응은 학 내 인 ㆍ물  교육환경

의 만족, 교육과정, 학업, 정서, 계, 진로 등에서 

경험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여학

생들에게는 상 으로 장벽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남녀가 지닌 심리  특성의 차이로 이

해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정책  분

기를 반 한 남성 심 이고 료주의  학의 

정책과 구조  문제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학이라는 환경은 사회에 진출하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활

용되는데, 그 시간 동안 여학생들이 학 생활에

서 어떠한 장벽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사

회에 진출했을 때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이 학생

들에게 제공하는 정책과 구조의 경직성과 편 성

을 성(性) 인지  에서 먼  이해해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그에 따라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의 학생들이 원하는 학 생활 

비 과 미래 비를 한 진로  취업에 이르기

까지 실질 인 학생지도 방법까지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어느 수 의 그룹에 속하는

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 을 개발하 다. 이 규

은 성별과 학년을 구분하지 않은 체 규 과 성

별(남/여)과 학년(1～4학년)을 각각 고려하여 규

을 개발하 다. 

이를 통해서 우선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학 생활에 잘 응하고 있는지를 DEU-GRIT 

학 생활 응 검사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성별과 학년에 따른 규 을 바탕으로 각

자 자신이 비교  잘 응하고 있는 역과 응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을 스스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도움이 필요한 역

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 내 기 의 로그램에 

참여에 학생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객

 증거가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결과는 

특정 시기에 따른 학 생활 응수 을 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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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매 학년 측정을 통해서 학년별 학 

생활 응 변화 추이를 스스로 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 학과의 지

도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DEU-GRIT 

학 생활 응 검사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학생

들의 성별, 학년  응 역별 개인 맞춤형 지

도가 실 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서 수집된 

자료가 D 학 학생들 자료로 국한되기 때문에 타 

학교 학생들의 학 생활 응수 과 직 으

로 비교할 수 없다는 과 더불어 수집된 자료의 

학년별 분포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학년에 

따른 학 생활 응의 패턴이 변경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학년별로 균등한 자료가 되도록 추가 인 자료수

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타 학교의 학생들

의 자료들도 수집함으로써 학 간의 비교 연구

가 지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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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norms for the DEU-GRIT scale, which was developed to look at the 

adaptation levels of college life to help college students adapt to university life.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level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gender, and grade. We then developed norms for all DEU-GRIT 

scales and sub-factor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The results show that men had a higher 

level of adjustment to college than women and that changes in the level of adjustment in grades 

change with opposite directions depending on gender. In other words, men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college life as they go from lower to higher grades, while women become less 

comfortable with college life as they become older. Through this, the entire DEU-GRIT scales 

and sub-factors were prepared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The results suggest that helping 

college students adapt to university life can contribute to enabling personalized guidance by gender, 

grade. and adaptation of students.

Keywords: DEU-GRIT Scale, Norms, College Life Adaptation, Gender,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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