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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학생들은 미래 사회인으로써의 준비를 위해 개인역량 개발, 학업성적, 대인관계, 취업준비, 영어공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마음의 안정을 저해하고, 삶의 만족감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에
서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마음챙김과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살펴보았
다. 더불어,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
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챙김에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주제어 : 학년, 스트레스, 만족감, 마음챙김, 학생

Abstract  Today, university students are suffering from various stresses such as individual capacity 
development, school score management, human relationships, job placement, and English study for preparation 
as member of society the future. However, stress of students decreases stabilization of mind and aggravate 
feeling of satisfaction of life. In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mindful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as university class levels 
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using partial least squares. This results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decreasing 
stress, improving mindfulness, and increasing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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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쟁심화로 기업들은 극 인 채용을 기피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취업문제로 스트 스를 받게 

되었다. 연합뉴스(2012)에 의하면, “한국에서 스트 스로 

인한 사회  비용은 연간 37조 5천 억원에 달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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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학생들의 스트 스 원인은 스펙 쌓기와 취업이

라고 한다.”[7] 

학생활은 사회인이 되기 한 비 과정이다.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

수록 많은 시간을 어공부, 자격시험, 공공부 등을 하

며 취업을 비한다[4].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학생활에

서 스트 스를 받으며, 이는 정신  건강을 해치고[10],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18][19][23]. 따라서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삶 추구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 인 스

트 스 처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정심리학계에서는 사람들의 보다 만족한 삶의 

추구와 행복 추구를 해 마음챙김에 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24]. 마음챙김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스트 스

에 잘 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계를 형성하며, 

보다 만족한 삶을 추구한다고 한다[14][25]. 기업 직원들

의 마음챙김 심리상태가 업무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스트 스와 마음챙김은 

한 계를 맺고 있으며, 삶의 만족감 증진을 한 추

가가 연구가 요구된다. 

재 학생들의 스트 스와 마음챙김, 삶의 만족감의 

계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기 때문

에 학생들의 삶의 만족감 증진을 해서는 이 분야의 연

구가 시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변할 수 있는 마음챙김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향력을 설명해 으로써, 미래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해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스트 스를 받는다[23]. 정

한 스트 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강한 스트

스는 정신  는 육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취업, 학업, 인 계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

스를 받고 있다[4][10]. 학생들이 받는 스트 스는 일시

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일반

으로 스트 스는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며, 삶

의 만족감을 감소시킨다.

김정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 스는 건강한 삶

과 한 련성을 맺는다고 한다[3]. 그 기 때문에 스

트 스를 게 받는 사람들은 충만한 삶의 만족감을 얻

고, 스트 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감이 결여

된다. 스트 스는 사람의 심리  안정감을 해치기 때문

에, 건강한 삶을 해서는 스트 스를 이는 노력이 요

구된다[10]. 탁진국(2007)은 직장인의 성별과 직 에 따

라 사람들이 받는 스트 스 차이에 한 차별  처 방

안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9]. 

학생들은 직장인과 다르지만, 학생 나름 로 스트 스

를 받고 있고, 학생마다 인지하는 스트 스 수 에도 차

이가 있다. 일반 으로 학생들이 받는 스트 스는 학년

이 올라가고, 취업시기가 다가올수록 증가한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1] 학생들의 스트 스는 마음챙김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학생들의 스트 스는 비 단  수용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학생들의 스트 스는 주의집 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학생들의 스트 스는 탈 심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생들의 스트 스는 삶의 만족감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생들의 스트 스 증가는 삶의 만족감에 부

정  향을 미치는데, 학년은 조 효과가 있

을 것이다.

과거 심리학 연구자들은 개인의 부정  심리상태에 

많은 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 연

구자들은 개인의 정 인 심리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24]. 특히, 정심리학 연구자들은 마음챙김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11][13][20]. 마음챙김은 재의 심리

 건강과 육체  건강과 한 련을 맺으면서[5][8], 

재 경험을 잘 받아들이도록 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

식하는 과정이다[1][12][13]. 마음챙김은 사람들의 스트

스를 이고, 우울한 감정을 이는데 효과 이며, 

한 마음챙김을 잘 할수록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12][18]. 그 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챙김은 삶의 만

족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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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 4] 학생들의 마음챙김은 삶의 만족감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학생들의 비 단  수용은 삶에 한 만

족감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학생들의 주의집 은 삶에 한 만족감

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학생들의 탈 심은 삶에 한 만족감에 

음의 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에 입학

하면, 신입생으로써 자유로움을 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극심한 경쟁은 학교 신입생들

의 여유를 빼앗아 갔다. 최근에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신입생 때부터 미래를 비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그 기 때문에 학교 신입생으로써 려야 할 시간  

 정서  자유가 과거에 비해 상 으로 어들었다. 

를 들면, 학교 신입생들은 미래를 해 어시험, 자

격증시험, 자기개발 등에 몰입함으로써 바쁜 생활을 하

게 되었다[7].

마찬가지로, 학에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해 다양한 교육  연수, 학습 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에 힘입어 학생들은 신입생 때

부터 졸업하기까지 사회인이 되기 한 많은 비를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많은 스트 스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더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래에 

한 걱정과 근심,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감이 학년이 올라갈수

록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5]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 스가 증

가할 것이다.

[가설 6]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감은 

감소할 것이다.

2.2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받는 스트 스가 마음챙김에 

미치는 향과 마음챙김이 삶에 한 만족감에 미치는 

향,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받는 스트

스와 삶의 만족감의 조 효과 분석을 해 [Figure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안하 다.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론

3.1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입각해 연구변수를 구성하

다. 본 연구에 이용된 측정변수는 스트 스, 마음챙김, 

삶의 만족감, 학년이다. 특히, 마음챙김 변수의 측정은 주

의집 , 탈 심, 비 단  수용으로 구분하 다. 스트

스 변수는 김정호(2007), Langer et al.(1975), Selye(1974)

의 연구를 참고해 학생들의 스트 스를 학업 성 , 취업, 

수업, 인간 계, 경제성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 다

[3][19][23]. 마음챙김 척도는 Brown, Ryan(2003)이 개발

한 MAAS(Mindfulness, Attention, Awareness Scale) 

척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h, Lee(2010)의 연구에 이

용된 15개의 MAAS 측정항목을 이용하 다[12]. 삶의 만

족감 측정은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이용하 다[26].

3.2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측정은 7 의 리커드 척도항목을 이용하 다. 1

은 「매우 그 지 않다」, 7 은 「매우 그 다」를 의미

한다. 조사는 2010년 6월에 학교 학생들을 상 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하 다. 설문조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설

문조사의 목 에 해 설명을 하 고, 학생들의 자발  

참여를 통해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2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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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CA NJA LS ST DCA PA CL

NJA(non-judgmental acceptance) 0.884 0.849 0.778*

LS(Life Satisfaction) 0.895 0.854 -0.220 0.793*

ST(Stress) 0.819 0.670 0.112 -0.272 0.778*

DCA(de-centering attention) 0.877 0.834 0.496 -0.262 0.072 0.768*

PA(present aware) 0.881 0.832 0.474 -0.340 0.441 0.365 0.773*

CL(Class Levels) 1.000 1.000 -0.117 0.029 0.234 -0.044 0.108 1.000*

※ * : square root of AVE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통계분석 소 트웨어는 SMART 

PLS 2.0을 이용하 다. 

4. 통계분석

4.1 분석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s)를 이용해 

구조모델과 측정모델을 분석하 다. PLS는 은 수의 데

이터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처리 방법론이

고, 더불어 기 탐색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도

출해주는 방법론으로 최근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15][16].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

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하 고, 그리고 측정모델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

의 인과 계 악하 다.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31명으로 나타났고, 여학

생은 98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문 응답자의 1일 인터

넷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2시간 이하의 이용자가 61명으

로 나타났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117명으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

용하는 사람은 51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의 분포

를 살펴보면, 1학년은 80명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50명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학년은 55명으로 나타났고, 4학

년은 44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세 이하는 60명으로 나타났고, 21세～25세는 149명으

로 나타났고, 26세 이상은 28명으로 나타났다.

4.3 측정모델

본 연구에서는 먼  측정변수에 한 신뢰성을 확인

하 다.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신뢰성 기 으

로 CA(Cronbachs Alpha), CR(Composite Reliability) 값

을 이용한다. 일반 으로 CA와 CR 값이 0.7을 넘을 때, 

측정변수의 신뢰도가 존재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 이용

된 측정변수의 CR 값은 모두 0.7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

고, CA 값은 스트 스 변수의 CA 값은 0.7을 약간 도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0.7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반 으로 측정변수의 신뢰도 

값은 만족할 수 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별타당성 평가 기 은 다양한데, 일반 으

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제곱근 값과 다

른 상 계 계수 값을 비교하는 기 을 많이 이용한다.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AVE 제곱근 값은 다른 상

계 계수 값보다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기 

때문에 본 연구에 이용된 측정변수들은 충분히 별타당

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17][22].

4.4 구조모델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마음챙김(비 단  수용, 주

의집 , 탈 심), 삶의 만족감의 계, 그리고 학년에 따

른 조 효과를 분석하 다. 실증분석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나 있다. 

먼 , 연구모델 종속변수의 설명력(R Squares)을 살

펴보면, 비 단  수용의 설명력은 0.012로 나타났고, 탈

심의 설명력은 0.194, 주의집 의 설명력은 0.005, 삶의 

만족감의 설명력은 0.174, 스트 스의 설명력은 0.0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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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Hypo.
Path 

Coefficient
T-Statistics Results

[H 1-1] 0.112 2.280 *** Accept (+)

[H 1-2] 0.072 1.462 Reject

[H 1-3] 0.441 11.979 *** Accept (+)

[H 2] -0.220 4.415 *** Accept (-)

[H 3] -0.083 1.035 Reject

[H 4-1] -0.022 0.428 Reject

[H 4-2] -0.160 3.920 *** Accept (-)

[H 4-3] -0.171 2.908 *** Accept (-)

[H 5] 0.234 5.290 *** Accept (+)

[H 6] 0.088 1.882 ** N/S

※ Bootstrapping times : 500

※ * p < 0.05, ** p < 0.01, ***: p < 0.001

※ N/S : Not Support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1]은 경로

계수 = 0.112, T-Statistics = 2.280(*** P < 0.001)로 채

택되었다. [가설 1-2]는 경로계수 = 0.072, T-Statistics = 

1.462로 기각되었다. [가설 1-3]은 경로계수 = 0.441, 

T-Statistics = 11.979(*** P < 0.001)로 채택되었다. 둘

째, [가설 2]는 경로계수 = -0.220, T-Statistics = 4.415 

(*** P < 0.001)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3]은 경로계수 

= -0.083, T-Statistics = 1.035 기각되었다. 즉, 학년이 올

라갈수록 스트 스를 많이 받아 삶의 만족감이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 넷째, [가설 4-1]은 경

로계수 = - 0.022, T-Statistics = 0.428로 기각되었다. [가

설 4-2]는 경로계수 = -0.161, T-Statistics = 3.920(*** P 

< 0.001) 채택되었고, [가설 4-3]은 경로계수 = -0.171, 

T-Statistics = 2.908(*** P < 0.001) 채택되었다. 마음챙

김 구성요소인 비 단  수용은 삶의 만족감에 음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고, 주의집 과 탈

심은 삶의 만족감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가설 5]는 경로계수 = 0.234, T-Statistics 

= 5.290(*** P < 0.001)로 채택되었다. 여섯째, [가설 6]은 

경로계수 = 0.088, T-Statistics = 1.882(*** P < 0.001)로 

기각되었다. 이 가설은 기 했던 것과 달리, 학생들은 

학생활을 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감이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5.1 연구결과의 토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토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들의 삶에 있어 스트 스는 학생들의 비 단  수용과 

탈 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 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는 극한 경쟁상황에 놓인 사회상

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개선된 삶의 질을 추구하도록 스트 스 리  마

음챙김에 한 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상황

은 극한 경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이기에 학생들은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 심리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를 들면, 학생들은 스트 스 해소

를 해 자연 경 에 심취, 여행, 운동, 명상 수행 등도 좋

은 안이 될 것이다[6][10]. 더불어, 학교에서 다양한 정

서 함양  취업 강화 로그램 청취,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재충 ,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등도 스트 스 해소

에 도움을  것이다. 한 정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스

트 스 해소를 해 다양한 학 교육정책, 취업장려정

책, 고용정책 개발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여주고 

희망을 제공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탈 심과 주의집 이 삶의 만족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챙김

이 안될수록 학생들의 삶의 만족감이 결여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은 삶의 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인 마음챙김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를 학생들은 인간 계 형성에 있어 혼란을 가 시키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정  정서 함양을 한 독

서  사, 그리고 명상 로그램 체험 등과 같은 노력

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에서 다양

한 공  교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계 형성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을 느

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 교육이 학생

들에게 가치  형성  삶의 방향 수립에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 내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통해 삶의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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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특정 지역의 학생을 상 로 실증조사 한데 한계가 존

재한다. 학생들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소  하나가 취업이다. 실제 학생 취업률은 수도권 학 

 지방 학, 4년제 학  2년제 학, 공 여부에 따

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 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래 연구에서는 보다 체

계 인 샘 링 로세스에 입각한 실증조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변

수로 마음챙김을 도입하 다. 실제 학생들의 삶의 만족

감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변수를 반 하지 않은데 한계가 존재하며, 더

불어 학생들의 상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를 들면, 학생들 가정의 경제  수 , 

학생들의 삶에 한 열정, 학생들의 공 합도, 학생들

의 성격 등이 반 된다면, 보다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미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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