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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활은 미래의 사회인으로서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모

색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때 

대입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

지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기 힘든 점들이 있다[2]. 또한 이 시기에 정서

적 독립과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갈등 및 학업의 어려움이 있을 경

우 대학생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3]. 특

히 대학교 신입생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대학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취

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삶에 대해서 행복감이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과정인데 행복한 상태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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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녕감이 높은 상태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된다[4].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 사

회지지도 등의 심리사회적 변인, 성별, 경제수준, 가정생활 만족도, 학

교생활 만족도 등의 일반적 특성, 음주, 도박 및 스마트폰 중독 등의 중

독 관련 변인들이 있다. 

그동안 국내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혹은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

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능력, 경제 관련 연구가 있었고, 심리사회 변

인 중에는 가족생활 스트레스, 대인관계,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아존

중감, 자기효능감, 가족 건강성,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관련 연구가 

있었다[3,5-8]. 하지만 중독관련 변인 중에는 스마트폰 중독[9]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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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독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삶의 만족도와 중독관련 변인과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이러한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

근 대학 신입생 모집 및 학생 유지율의 어려움 등으로 대학교 신입생들

의 삶의 만족도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 신입생을 위한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

로 파악되었는데 대학생 시기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중독, 알코올 남용과 흡연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9]. 심지어는 대학교 신입생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학비부담, 대학생활 불만족 등으

로 인해 전체의 1/3 정도가 평소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우울 외에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

구, 이웃,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된 다양한 형태의 도움으로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10].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요인 외에도 중독관련 요소 

중 문제음주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가 빈번한 대학문화와 잘못된 음주관행으로 인

해서 매년 대학생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12], 미국에서도 과도

한 알코올 소비가 대학 캠퍼스에서 만연하고 자살행동과도 관련이 있

는 공중보건의 문제로 알려져 있다[13]. 

중독 관련 요소로 문제음주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이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5]. 대학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른들의 규제가 있었으나 

대학 입학 후에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쉽게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수 있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기 위해 사행산업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와 

단도박 전문상담센터, 병원, 단도박자조모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 의하면 도박이 심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 불법 도

박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생 도박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7]. 실제 전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도박중독 유병률이 14.3%로 

나타나 문제 도박 수준이 상당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에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변인인 우울, 

사회적 지지와 중독관련 변인인 음주, 도박 및 스마트폰 중독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삶

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2017년 광주광역시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하에 주민들의 중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된 중독실태조

사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산출하였다. 그 결

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표본크기는 significance level α 0.05, power 

95% medium effect size 0.15로 두고 predictor 12개를 고려하여 산출하

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가 184명으로 2017년 연구대상이었던 대학생 

212명의 코딩자료를 모두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도구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 [16]이 개발하고, Hong et al. [17]이 번안

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로 문항 5개에 

7점 척도이며 총점은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0.87, 도구 번

역당시 신뢰도는 0.84, 실태조사 시 신뢰도는 0.89이었다. 

문제음주 

문제음주는 1989년 WHO에서 개발된 알코올사용장애검사(Alco-

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를 국내에서 Lee et al. [18]

이 번안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지난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

도와 양을 측정하기 위한 해로움 음주에 관한 질문 3문항, 알코올의존

증상인 내성 및 금단의 유해성 사용에 관한 질문 3문항, 위험한 음주

와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 범위는 0-40점으로 1-8번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0-4점), 9-10번 문항은 3점 Likert 척도(0, 2, 4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심각해짐을 의미한다. AUDIT 검사

의 문제음주의 절단값은 서양의 경우 8점 미만이고, 한국중독정신의

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정상 음주군(남성 0-9점, 여성 0-5점), 

문제 음주군(남성 10-19점, 여성 6-9점),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남성 

20-40점, 여성 10-40점)으로 분류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0.85이

었고, 실태조사시 신뢰도는 0.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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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Zimet et al. [19]이 개발하고 Shin and Lee [20]가 번안한 지각된 사회

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5점 척도의 12문항으로 총점은 12-60점까지이다. 가족지지, 친

구지지, 특별지지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번역당시 신뢰도는 0.82, 

실태조사시 신뢰도는 0.85이었다. 

우울

우울은 Radloff [21]가 개발하고 Chon and Lee [22]에 의해 번안된 한

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측정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데 0-16점 미만은 정상, 16-20점 보통 우울, 21-24점 우울 심함, 25점 이

상을 매우 심한 우울상태이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0.89이었고, 실

태조사 시 신뢰도는 0.72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23]에서 개발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로 인터넷 사용 정도를 4점 척도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에 대한 총 15문항으로 총점은 15-60점까

지이다. 일반사용군은 총점이 39점 이하이면서 요인별(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2점 이하, 4요인 12점 이하)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며, 잠

재적 위험군은 총점이 40점 이상-43점 이하 이거나 요인별(1요인 14점 

이상)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군은 총점이 44점 이

상에 해당되거나 요인별(1요인 15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0.81, 

실태조사 시 신뢰도는 0.85이었다.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은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

병률을 측정하기 위해 Ferris and Wynne [24]가 개발한 캐나다 문제도

박척도(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를 Lee [25]가 번안한 

한국어판 문제도박 선별척도(Problem Gambling Serverity Index, PGSI)

로 총 9문항으로 이 도구는 Likert식 4점 척도(0-3점)상에서 평정하고 

0-27점의 분포를 가지며, 0점은 사교성, 1-2점은 저위험, 3-7점은 중위험, 

8점 이상은 문제성 도박 상태로 분류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0.92 이었

고, 실태조사 시 신뢰도는 0.93이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문제음주,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우울,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검정

으로 분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

였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

하였다. 즉, 일반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하

고(모형 1), 일반적 특성에 중독관련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으며(모형 2), 일반적 특성, 중독관련 변인에 심리사회

적 변인을 추가하여 삶의 만족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3).

윤리적 고려 사항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연구자가 2017년 광주광역시 북구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하에 광주광역시 북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중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된 중독실태조사 자료 중 대학교 신

입생과 관련된 212개의 자료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광주여자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1041465-202105-HR-

002-26)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p= 0.004), 가정생활 만족도(p< 0.001), 학교생활 만족

도(p< 0.001)와 경제수준(p = 0.001)이었다. 따라서 남성이고,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경제 수준이 높을 때 삶의 만족도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삶의 만족도, 문제음주,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우울, 사회적 

지지정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문제음주,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우울, 사

회적 지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20.63 ± 5.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관련 변인 중 문제음주는 8.55 ± 6.96점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군은 29.3%, 알콜사용장애 추정군은 18.7%로 나타났다. 스마

트폰 중독은 30.08 ± 6.45점으로 잠재적 위험이 6.6%, 고위험이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0.92 ± 3.06점으로 나타났고 5.7%는 중위

험 도박, 4.2%는 문제성 도박, 3.3%는 저위험 도박상태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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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의 삶의 만족도 정도는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r = -0.41, 

p< 0.001)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r= -0.33, p< 0.0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낮고,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r = 0.42, 

났다. 심리사회요소인 우울은 13.19 ±8.53점이었고, 우울정도를 살펴보

면 정상이 71.7%이고 매우 심한 우울 상태가 11.3%, 보통 우울이 10.4%, 

심한 우울이 6.6%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48.53 ±7.65점으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Mean±SD t/F p

Gender Male 104 (49.1) 21.66±5.48 2.88 0.004
Female 108 (50.9) 19.64±4.68

Major Natural science/Engineering 94 (44.3) 2.92 0.056
Humanities/Social science 64 (30.2)
Health science 54 (25.5)

Religion Yes 81 (38.2) 20.32±5.31 -1.10 0.271
No 131 (61.8) 21.13±4.95

Family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156 (73.5) 21.67±5.19 5.91 <0.001
Mediocre/Dissatisfaction 56 (26.5) 17.73±3.9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Good 113 (53.3) 22.24±4.91 5.11 <0.001
Mediocre/Poor 99 (46.7) 18.79±4.87

School achievement High 18 (8.4) 19.16±4.44 2.04 0.131
Middle 157 (74.1) 21.05±5.46
Low 37 (17.5) 19.56±5.18

Economic status Wealthya 14 (6.6) 22.42±7.01 7.57 0.001 (a,b<c)*
Middle classb 168 (79.2) 21.05±5.02
Poorc 30 (14.2) 20.63±5.18

SD, standard deviation.
*Scheffe test.

Table 2. Problem drinking, smartphone addiction, gambling addic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n=212)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Mean of each item

Life satisfaction (5 items) 20.63±5.18 4.13
Addiction-related factor
   Problem drinking (10 items) Normal 110 (52.0) 8.55±6.96 0.86

Problem drinking 62 (29.3)
Alcoholic disorder 40 (18.7)

   Smartphone addiction (15 items) Normal 197 (92.9) 30.08±6.45 2.01
Potential hazard 14 (6.6)
High risk 1 (0.5)

   Gambling addiction (9 items) Normal 184 (86.8) 0.92±3.06 0.10
Low risk 7 (3.3)
Moderate risk 12 (5.7)
Problematic 9 (4.2)

Psycho social factor
   Depression (10 items) Normal 152 (71.7) 13.19±8.53 0.66

Moderate 22 (10.4)
Severe 14 (6.6)
Very severe 24 (11.3)

   Social support (12 items) 48.53±7.65 4.04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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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만족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가정생활 만족, 학교생활 만족도는 더미처리 하였으며, 경제수준

의 경우, 상 2점, 중 1점, 하 0점으로 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Model 1에서는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경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2%이었다

(F =16.14, p< 0.001), 일반적 특성과 중독관련 변인을 투입한 Model 2에

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경제수준,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한 영향을 미

쳤고 설명력은 27% (F =16.46, p< 0.001), 일반적 특성과 중독관련 변인 

및 심리사회 변인을 추가한 Model 3에서는 사회적 지지(β= -0.22, p<  

0.001), 학교생활 만족도(β= 0.22, p= 0.001), 우울(β= -0.22, p< 0.001), 경

제수준(β= 0.19, p= 0.001), 스마트폰 중독(β= -0.18, p= 0.0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F =20.00, p< 0.001). 모든 모형에

서 공차한계 0.1 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하를 나타내었고, Durbin-

Watson을 조사한 결과 1.8로 1.5 이상 2.5 이하의 상태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과 자기상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만

족도와 관련 있는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변인인 우울, 사회적 지지

와 중독관련 변인인 문제음주, 도박 및 스마트폰 중독이 삶의 만족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life satisfaction (n=212) 

Variables
Life satisfaction

r p

Problematic drinking -0.03 0.697
Smartphone addiction -0.33 <0.001
Gambling addiction -0.05 0.473
Depression -0.41 <0.001
Social support 0.42 <0.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n=212)

Variables Β SE β t p

Model 1
   Constant 34.10 1.88 18.16 0.000
   Gender -1.72 0.63 -0.17 -2.71 0.007
   Family life satisfaction -1.38 0.70 -0.13 -1.96 0.05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2.86 0.62 0.31 4.59 <0.001
   Economic status 2.32 0.71 0.20 3.26 0.001

F=16.14 (p<0.001), Adjusted R2 =0.22
Model 2
   Constant 38.33 2.15 17.84 0.000
   Gender -1.10 0.64 -0.11 -1.73 0.085
   Family life satisfaction -1.13 0.68 -0.11 -1.65 0.10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2.56 0.61 0.28 4.20 <0.001
   Economic status 2.48 0.69 0.22 3.59 <0.001
   Smartphone addiction -0.19 0.05 -0.23 -3.71 <0.001

F=16.46 (p<0.001), Adjusted R2 =0.27
Model 3
   Constant 26.15 3.25 8.05 0.000
   Gender -0.74 0.60 -0.07 -1.23 0.221
   Family life satisfaction 0.04 0.67 0.00 0.06 0.956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2.01 0.58 0.22 3.45 0.001
   Economic status 2.19 0.65 0.19 3.39 0.001
   Smartphone addiction -0.14 0.05 -0.18 -3.11 0.002
   Depression -0.13 0.04 -0.22 -3.56 <0.001
   Social support 0.19 0.04 0.28 4.59 <0.001

F=20.00 (p<0.001), Adjusted R2 =0.39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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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35점 만점에 평균 20.63점으

로 국내에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본 연구와 동일한 삶의 만족도 

도구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19개 연구결과 삶의 만족도 평

균이 21.1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4]. 그 외에도 충청지역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조사

에서도 20.00점(남학생은 20.65점, 여학생은 19.35점)으로 나타나[3] 대

체로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확인한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은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만족도, 우울, 경제수준, 스마트폰 중독 순으

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삶의 만족도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

타난 사회적 지지는 4년제 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와 수도

권 및 2년제 뷰티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가 높을수록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10,26]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대학교 신입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특별지지가 필요하며 대학 입학 

후 동료나 선후배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

하고 학과 지도교수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사회변수로 사회적 지지 외에 우울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9], 신입생은 아

니지만 중년기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우울점수는 13.19점이고, 보통 우울이 10.4%, 심한 우울이 6.6%, 매

우 심한 우울이 1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4년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7.98점[28]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

학생들의 우울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울의 경우 알코올 및 도

박중독을 비롯한 여러 중독문제와의 공존율이 높고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중독의 원인 혹은 결과가 되고 있어서[29,30] 사전에 우울 고위

험군을 선별하여 조기에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 외에 본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수준이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환경

의식조사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사회적, 개

인적, 환경적 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31]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에도 경제수준이 낮을 

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Choi [32]의 경제상태가 낮은 경

우에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 경우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

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제도와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에 높인 

학생들이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 및 대학차원의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그 외에 학교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가정생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가

정생활 만족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현재 가정생활 전반에 만족할수

록 삶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30]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성별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만 대학생[33]과 지역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7]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Baek and Cho [9]의 연구에서는 삶

의 질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독요인 중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스마

트폰 중독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9] 본 연구와 일치

한 결과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는 총점 60점에 평균 30.08점으

로 본 연구 도구의 스마트폰 중독 기준은 40점 이상으로 본 연구 대상

자군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볼 수 있

다. 도구는 다르지만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대상자군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일반사

용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34]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군이 6.6%이고, 고위험군이 0.5%로 나

타나 대학교 신입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

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음주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

년기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제음주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1] 대학교 신입생 시기에 형성된 음주

습관이 향후 중년 혹은 노년의 음주습관으로 이어져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문제음주 

점수는 8.55점으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에서 보고

된 9.10점 보다는 낮으나 문제음주 선별기준인 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31].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군이 29.3%, 알코올사용장애군추정군이 

1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관련 교육

과 캠퍼스 내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박 중독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선행연구에서 관련 연구는 없어서 비교는 어렵지만 단도박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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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지속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심각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3] 추후 대학생 관련 도박 중

독 실태를 포함해서 이러한 도박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험 도

박이 5.5%, 문제성 도박이 4.1%이고 2016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시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중위험이 3.8%, 문제성 도박이 1.3%로[35] 

본 연구 대상자의 도박 중독 문제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증가

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어

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우울예방 및 

사회적 지지 향상을 포함한 사회심리적인 측면과 중독 문제 예방을 위

한 다양한 측면의 개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 정도와 심리사회 변인인 우

울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중독관련 변인인 문제음주, 스마트폰 중독, 

도박중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광주광역시 1개 지방대학교의 신입생 중 소수

의 전공이나 학과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

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생 중독문제가 심각함에도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중독변인이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의 타 시

도 지역과 전공 분야를 확대하여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

성이 있고 다양한 중독 및 심리사회 변인들이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및 특별지지를 모두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세부 항목

별로 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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