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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수면의 질에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서울에 소재한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307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
고, 2019년 5-6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과정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을 매개로 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로 인
해 정신건강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때,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정서조절, 대인관계, 정신건강, 수면, 융합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sleep quality in college students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role of mental health and 
the moderated mediating role of emotional regulation.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of 307 students 
at a college in Seoul. The results of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showed that interpersonal problems 
and mental healt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sleep quality in college students. A 
mediation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students’ mental health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leep quality. Additionally, there was a moderated mediating role of 
dys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in this process. Our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ive and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signed based on college students' 
mal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experienc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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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수면은 신체회복과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

인 과정으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다[1]. 2019년 세계 수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성
인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약 6.8시간으로,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는 성인의 비율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
하였다[2]. 일반적으로 수면시간이 짧은 성인일수록 수면
의 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 특히, 대학생의 
경우, 약 60∼70% 이상에서 부족한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낮음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주간 졸리움
과 같은 수면각성장애를 경험하여 대학생의 수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4-6]. 이렇듯 대학생의 낮은 수면의 
질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피로, 졸음, 기억력과 집중력 감
소 및 개인의 학업 수행 저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
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8]. 

지금까지 알려진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대인관계 문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학업, 오락 및 건강상태 등이 보고되고 있다
[4-8].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형태와 폭이 넓어지고, 
대인관계 상황이 다양해지는 만큼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문제는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 문제 정도가 높은 개인일
수록 수면의 질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대인관계 문제로 야기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10]. 대학생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거절, 
실망감, 무능감, 고립감 및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혼란 상
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대인관계 문제는 개인
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저하시
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3]. 
특히,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되는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증상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는 수면의 단계 중에서 
NREM (non-rapid eye movement) 3단계와 4단계의 
기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져 있다[14].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15-17]. 인간의 정서는 선
택적 집중 과정, 기억의 왜곡, 거부반응과 같은 무의식적 
과정과 함께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및 파국화의 의식
적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진다[16]. 이러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15,16],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출하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18]. 여기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란 개인이 사고를 
통해 인지하는 과정에서 각성된 정보를 정서적으로 처리
하는 의식적인 방법으로, 개인이 자신의 불쾌한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19]. 선행연구
에 따르면, 취업 및 학업과 관련된 갈등과 실패에 노출된 
대학생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19]. 또한, 대인관계 경험에서 느끼는 부정적
인 정서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20], 적절
한 대처양식이 부족한 개인일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을 사용하여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1]. 게다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신건강을 향
상시키는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다[22]. 

그러나 이처럼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및 
수면의 질 간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며, 아울러 이들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정도에 따라 정신건강 정도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고자 한다. 추가로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 사이에
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근거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및 수면의 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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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정서
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통해 수
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1.3 연구의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Preacher 등[23]이 제시한 조절된 매개효

과 모형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7,8,19,20] 대학생의 대
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
신건강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의 개념적 기
틀을 도출하였다. Fig.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토대
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수면의 질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을 통해 
수면의 질에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해 조절효
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해 조절효과
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통해 
수면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응적 정
서조절전략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Model A).

가설 6.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통해 
수면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적응적 정서
조절전략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Model B).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및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설정한 가설적 모
형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Model A

Model B

Fig. 1. Conceptual framework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현재 서울에 소재한 4년제 S대학교의 

대학생으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설문 문항
과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편의 표집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하였
고,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0, 
검정력 .95,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8개), 대인관계 문
제, 정신건강,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수면의 질을 포함
하여 12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7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307명
이 참여하여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온라인 설문문
항을 구성할 때 문항에 대한 응답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
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정하였고, 한 쪽으로 편
향되게 응답한 경우가 없어 최종 307명의 모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 도구는 연구를 수행하기

에 앞서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도구 사용에 대한 동
의를 받았다.

2.3.1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는 Hong 등[24]이 한국 문화에 맞도록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Scale, KIIP)를 
단축형으로 제작한 KIIP-SC (Short form of the KIIP 
Complex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IIP-SC는 
40문항으로 8개 하위요인인 통제지배(5문항), 자기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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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5문항), 냉담(5문항), 사회적 억제(5문항), 비주장성(5
문항), 과순응성(5문항), 자기희생(5문항) 및 과관여(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 등[24]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3.2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1973년 Derogatis, Lipman과 Covi [25]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도구를 Park, Woo와 Chang[26]이 국내 대
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단축판 간이정신진단검사
(Brief Symptom Inventory, BSI-18)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BSI-18은 18문항으로 우울(6문항), 불안(4문항), 
신체화(5문항), 공황(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척
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Park 등[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값은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
었다. 

2.3.3 인지된 정서조절전략
인지된 정서조절전략은 Garnefski, Kraaija와 

Spinhovena [16]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QR)를 An, Lee와 Ju [22]가 타당화한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측정도구(K-CER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K-CERQ는 35문항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16
문항)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19문항)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자기비난(4문
항), 타인비난(4문항), 반추(4문항) 및 파국화(4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수용(3문항), 균
형있게 바라보기(4문항), 긍정적 재초점(4문항), 해결중
심사고(4문항) 및 긍정적 재평가(4문항)로 구성되어 있
다.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점수
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높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높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An 등[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
은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90이었고, 하부영역별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은 .87,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92였다. 

2.3.4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Lee [27]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수면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면의 질 
측정도구는 28문항으로 6개 하위요인인 주간 기능장애
(12문항), 수면 후 회복(4문항), 잠들기 어려움(4문항), 일
어나기 어려움(3문항), 수면 만족도(3문항) 및 수면유지
의 어려움(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Lee 
[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에 앞서 S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승인(IRB　 No. 2-7001793-AB-N-012019040HR)을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5월에서 6월까지였으
며, 설문지는 온라인에서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구성한 후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절차는 
연구보조원 5명이 연구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캠
퍼스 내 휴게실, 강의실, 기숙사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한 후 연구목적과 진행방법을 안내하였다. 안내
를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URL 링크 주소를 전
송하였다. 본 연구는 무기명 설문조사로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설문지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상자의 
중복 참여 방지 및 설문 완료 후 기프티콘 전송을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도
록 잠금장치가 된 파일에 보관하고, 다른 연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
하는 도중에라도 원하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연
구 참여 중단 및 철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완료하면 
온라인상으로 기프티콘을 전송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사의 SPSS 25.0과 SP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
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분산분석 후 Scheffé
의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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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고, 측정변수 간의 관
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인
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
을 경유하여 수면의 질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해 매
개효과가 조절되는지 확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한 PROCESS Macro 
Model 7 (Version 2.16)를 사용하였다[22,28]. 다중공
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수(대인관계 문제)
와 조절변수(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적응적 정서조절전
략)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매
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은 비모수재표본추출법인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s, CI)을 분석하였고, 조절된 매개
지수(Moderated mediation index)의 유의성은 조건
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의 95% 신뢰
구간을 통해 확인하였다[28].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의 차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남학생이 

156명(50.8%), 여학생은 151명(49.2%)이었고, 평균 연
령은 21.23세(±2.40)였다. 학년은 3학년이 90명(30.0%), 
1학년 84명(27.4%), 2학년 70명(22.8%), 4학년 이상이 
61명(19.9%)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은 이공계가 
145명(47.2%)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자택에서 통
학하는 학생이 177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
생이 93명(30.3%), 자취생이 37명(12.1%)이었다. 지각
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8명
(48.2%)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과 학업성취의 만족 정도
를 수치평가척도(Numeral Rating Scale, NRS)에 따라 
1점에서 10점으로 조사했을 때, 전공 만족도는 7.20점
(±2.01)이었고, 학업성취 만족도는 6.22점(±2.22)이었
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낮
았고(t=-2.31, p=.022),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은 학생은 
보통과 높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F=40.45, p<.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Quality of sleep

M±SD t/F (p)

Gender
Male 156(50.8) 2.07(±0.37) -2.31

(.022)Female 151(49.2) 2.17(±0.39)

Age 21.23±2.40

Grade

Freshmen 84(27.4) 2.09(±0.39)

3.06
(.142)

Sophomore 70(22.8) 2.06(±0.35)

Junior 92(30.0) 2.11(±0.40)

Senior 61(19.9) 2.25(±0.34)

Major 
classification

Humanity 94(30.6) 2.17(±0.39)
3.02

(.050)Nature 145(47.2) 2.07(±0.35)

Art 68(22.1) 2.17(±0.41)

Place of 
residence

Home 177(57.7) 2.11(±0.39)
2.03

(.134)Boarding house 37(12.1) 2.24(±0.40)

Dormitory 93(30.3) 2.10(±0.36)

Perceived 
health status

Unhealthy a 68(22.1) 2.40(±0.42) 40.45
(<.001)
a>b>c

Average b 91(29.6) 2.18(±0.37)

Healthy c 148(48.2) 1.96(±0.27)

Major 
satisfaction 7.20±2.01

Academic 
satisfaction 6.22±2.22

Table 1. Differences in Quality of Sleep relat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07)

3.2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수면의 질의 기술통계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부적응적 정서조
절전략,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수면의 질의 평점 평균
은 Table 2와 같이 각각 2.31점(±0.65), 2.09점
(±0.78), 2.89점(±0.63), 3.55점(±0.64) 및 2.12점
(±0.38)이었다. 연구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확인을 위하
여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살펴본 결과, 왜도 값(-0.87
∼0.74)은 ±2 이내에 분포하였고, 첨도 값(–0.45∼2.05)
은 7 이하에 분포하여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였
다. Table 2.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QS  2.12(±0.38) 0.74 -0.06
IP  2.31(±0.65) 0.13 -0.45

MH  2.09(±0.78) 0.59 -0.45
DER 2.89(±0.63) -0.30 0.83
FER 3.55(±0.64) -0.87 2.05
Age 21.23±2.40 1.37 6.60

Major 
satisfaction 7.20±2.01 -0.82 0.58

Academic 
satisfaction 6.22±2.22 -0.31 -0.57

QS=Quality of sleep; IP=Interpersonal problems; MH=Mental health; 
DER=dys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FER=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30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530

Step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sleep (Y) Mental health (M)
Coeff. SE t p 95% CI R2 F(p) Coeff. SE t p 95% CI R2 F(p)

1 (Constant) 2.05
.26 17.50

(<.001)Interpersonal problems (X) 0.13 0.03 1.40 <.001
2 (Constant) 1.85

.34 21.80 
(<.001)

2.42

.61 57.41 
(<.001)

Interpersonal problems (X) -0.01 0.04 -0.17 .866 -0.01∼0.07 0.48 0.06 7.95 <.001 0.36∼0.60
Mental health (M) 0.21 0.04 5.96 <.001 0.14∼0.28
DER (W1) 0.29 0.06 4.63 <.001 0.17∼0.42
  X × W1 0.12 0.06 2.07 .039 0.01∼0.24

3 (Constant) 1.85

.34 21.80 
(<.001)

2.38

.58 51.61 
(<.001)

Interpersonal problems (X) -0.01 0.04 -0.17 .866 -0.01∼0.07 0.65 0.05 13.56 <.001 0.56∼0.75
Mental health (M) 0.21 0.04 5.96 <.001 0.14∼0.28
FER (W2) -0.08 0.05 -1.50 .135 -0.18∼0.25
  X × W2 -0.05 0.06 -0.82 414 -0.17∼0.07

All variables were mean centered; Gender, perceived health status,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satisfaction are controlled; Coeff.=Coefficient; 
CI=Confidence interval; X=Independent variables; Y=Dependent variables; M=Mediator; W1=Moderator 1; W2=Moderator 2; DER=dys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FER=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Table 4.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Estimating Quality of Sleep and Mental Health          (N=307) 

3.3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정서조절전략 및 수면
의 질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수면의 질은 대인관계 문제(r=.32, p<.001), 
정신건강(r=.54, p<.001)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r=.4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r=.65, p<.001)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r=.64,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12, p=.041). 대학생의 정신건강
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고(r=.56, p<.001), 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13, p=.021).

Variables QS IP MH DER FER

IP  .32
(<.001)

MH  .54
(<.001)

65
(<.001)

DER .41
(<.001)

.64
(<.001)

.56
(<.001)

FER .01
(.935)

-.12
(.041)

-.13
(.021)

.18
(.001)

Age .03
(.616)

-.05
(.427)

-.04
(.481)

-.05
(.371)

.09
(.139)

Major 
satisfaction

-.12
(.038)

-.17
(.003)

-.18
(.002)

-.05
(.422)

.23
(<.001)

Academic 
satisfaction

-.14
(.017)

-.14
(.013)

-.18
(.002)

-.07
(.246)

.19
(.001)

QS=Quality of sleep; IP=Interpersonal problems; MH=Mental health; 
DER=dys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FER=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Table 3. Correlations among Quality of Sleep, Interpersonal
Problems, Mental Health and Emotional Regulation

(N=307) 

Table 3과 같이 연령, 전공 만족도, 학업성취 만족도
와 주요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전공 만
족도는 수면의 질(r=-.12, p=.038), 대인관계 문제
(r=-.17, p=.003), 정신건강(r=-.18, p=.002)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성취 만족도는 수면의 질
(r=-.14, p=.017), 대인관계 문제(r=-.14, p=.013), 정신
건강(r=-.18, p=.002)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공 만족도(r=.23, p<.001)와 학업성취 만족도(r=.19, 
p=.001)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 

3.4 가설 검증
3.4.1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Table 4와 같이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성별, 지각된 건강상태, 전공 만족도
와 학업성취 만족도를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문제는 종속변수인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13,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대인관계 문제가 매개변수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B=0.48, 
p<.001), 대인관계 문제를 투입한 상태에서 정신건강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B=0.21, p<.001),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경유하
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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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 Model B

Fig. 2. Moderated mediation model testing the indirect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on quality of sleep through
mental health moderated by emotional regulation.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정신건강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0.01, 
p=.866),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유의
한 영향을 주었던 직접효과(B=0.13)와 비교해볼 때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
었다.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95%의 신
뢰수준(0.14∼0.28)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신건강의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4.2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정서
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한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여 Table 
4와 같이 가설 3과 가설 4를 검증하였다. 대인관계 문제
와 정신건강 사이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0.12, p=.039)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 사이에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B=-0.05, p=.414)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연구모형을 
경로계수와 함께 Fig. 2에 제시하였다.

3.4.3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통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통해 수면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적응적 정서
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 결과를 통해 가설 
5와 가설 6을 검증하였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
절된 매개지수는 0.03이었고, 95% 신뢰구간(0.01∼
0.05)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
절된 매개지수는 -0.01이었고, 95% 신뢰구간(-0.04∼
0.01)이 0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조절효과와 매개효과가 통합된 것
으로, 간접경로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은 조절변수 정
도에 따라 간접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28]. 본 
연구에서도 Table 5와 같이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
을 통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는 부적응
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변수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조건
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의 크기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Values of Moderator Indirect effect Boot SE 95% CI

DER

M-1 SD 0.08 0.02 0.05∼0.13

M 0.10 0.02 0.06∼0.15

M+1 SD 0.11 0.02 0.07∼0.17

CI=Confidence Interval; DER=Dysfunctional emotional regulation. 

Table 5.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the Interpersonal
Problem on Quality of Sleep          (N=307)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인관계 문제와 수면의 
질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및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수면의 질 증진
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
다. 흥미롭게도,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을 
완전매개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조절효과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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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은 수면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이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9,29].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은 대학
생의 수면의 질에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의미한다[7,11]. 
따라서 대학교 입학 초기부터 대인관계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주기
적으로 평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30], 다양해지는 대인
관계 형태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갈등 형태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9]. 이를 토대로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 의사소통 증진 및 심리상담 등을 활용한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을 완
전매개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문제로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개
인일수록 수면의 질 정도가 낮으며 수면 각성지수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 횡단적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10].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연구
에서도 대인관계 기능, 정신건강 및 수면의 질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19,31].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로 인한 고민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을 매개하여 수면의 질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 정서를 해소하여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마음
챙김 명상프로그램[32]과 같은 중재 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인관계 문
제를 경험할 때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기보다 자
기비난과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Park과 Lee[33]의 연구에서도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개인일
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가 높았고, 수용 및 긍정적 재초점
과 같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은 심리적 
소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
침해 준다. 대학생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인지적 정서조

절의 형성 정도가 미흡하여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인지적 왜곡 현상을 초래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34]. 따라서, 개인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지속적으로 정서조절 실패를 일으키며 개인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20], 대인관계 문제
가 발생할 때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인지하고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부터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를 토대로 대학생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증가시키고 정신
건강 상태를 향상시킴으로 만족스러운 수면의 질을 도모
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은 여학생
일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은 남학생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수면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수면 환경과 같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
계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및 수면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서울 소재 일개 대학에서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고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르며, 자가보고식 설문
지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주
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 및 수면의 질을 조
사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위
한 기초자료 및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인관계 문제와 수
면의 질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
써 대학생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과 효과적
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여 대학
생의 수면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근거를 마
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을 매개
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때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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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을 완전매개하여 수
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문제가 정신건강으
로 가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경
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는 정신건강을 매개하여 수면의 질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
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부적
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대학생일수록 정신건강과 
더불어 수면의 질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
생의 수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을 입학 초기부터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 
및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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