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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조종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 완충 역할의 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교육과 심리적 부조화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202명의 학생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회귀분
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행 스트레스, 가치관 스트레스, 교수관계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의 
요인이 정서상태 혹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비관여 대처, 가족/지인 지지, 학교조
직 지지가 학생조종사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의 요인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학생조종사의 비행훈련, 
가치관 혼란, 교수관계, 친구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부정적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과 지인의 
감정적 지원과 비행과 관련된 훈련, 안전에 관한 학교의 지원이 주요한 사항임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생조종사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정서 상태, 심리적 안녕감,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tress factors of student pilots on mental 
health, and to reduce the safe and efficient misconduct education and psychological disharmony by 
identifying the psychological buffering role of stress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re presen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were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202 
student pilo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ctors such as flight stress, values stress, professor stress, and 
friend relationship stress have been shown to affect emotional conditions or psychological well-being. Also 
we found that the parameters of disengagement coping, family/friend support and organization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factors between student pilot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Therefore, 
student pilots need to manage problems and negative emotions that may cause from flight training, value 
distractions, professor and friendships’ relationship and it is suggested that organization support for 
training and safety related to emotional support and delinquency of family and friends.

Key Words : Student pilot stress,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Emotional conditions,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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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공훈련기관에서는 우수한 항공인재를 양성하기 위하
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비행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내 11개  대학에서는 항공운항을 전공으
로 한 학과가 개설되어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 대학
의 교양과정, 전공과정을 포함한 비행실습 등을 병행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 조종사들
은 대학교육과 비행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대학생과 조
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2]. 대
학 생활 동안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3]. 또
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대학생의 취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취업에 실패를 경험한 일부 대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
를 일으키는 등 대학 생활동안 부정적 행동하거나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4]. 더불어 인적 요인(Human 
Factor)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조종사의 
심리적 유해 요인인 스트레스, 강박증, 피로 등의 관리는 필
수 조건이다[5]. 따라서, 이러한 학생조종사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
트레스를 완화하는 자원이라 말할 수 있다[6]. 특히 생활 스
트레스 사건의 효과적인 대처능력이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Cohen & 
Will(1985)은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관심과 지원
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고 긍정
적인 사고를 하며[7], 이것을 지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부
정적 심리 스트레스와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8].

본 연구는 학생조종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 완충 역할의 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교
육과 심리적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생조종사 스트레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의 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 

타인의 규율에 의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독
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방식을 경험하며 보호자로부터 심
리적으로 독립을 추구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심리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9].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겪게 되
는 독특한 발달 과업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변화를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노출된다[10]. 특히 대학생의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 중에서는 가족관계, 가치관의 문
제, 장래의 문제, 학업 문제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11], 대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영역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학업과 진로문제가 가장 크며 경제문제, 가치
관 문제, 교수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이성과의 문제, 친
구와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12-14]. 또한, 대학교에서 항
공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조종사의 경우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더불어 일반적인 항공기 조종사가 경험하
게 되는 심리적 부담에 노출이 된다. 안전의 우려에 대한 정
신적 긴장, 불규칙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부조화로 인해 특
수한 환경으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야기될 수 있다[15]. 조
종사의 스트레스 요인에는 기압, 습도, 소음, 진동과 같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비정상상황, 기상상태, 
조작 실수 등 항공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한다[2]. 

학생조종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종규(2006)은 대
학교육과 비행교육을 병행하는 학생조종사의 생활 및 비행
훈련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흡연과 
운동을 하지않는 집단이 만성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으며, 비행과정과 흡연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설문에 대해 8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으며, 비행교육, 학업 문제, 장래 문제, 경제문제, 교
수관계 문제, 이성관계문제, 친구관계 문제, 가족관계 문제
로 정의되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조종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
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자 학생조종
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대처방식
대처방식은 개인이 가진 자원을 넘어서며 심리의 부정적

인 요인을 다스리고자 하는 인지와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
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이다[16]. 
Lazarus & Folkman(1987)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
서 개인이 행하는 대처능력의 속성과 기능을 구분하여 문제 
중심적 대처와 감정 중심적 대처의 두 가지 대처 방법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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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다. 첫째, 문제 중심적인 대처 전략으로 환경 요구를 줄
이거나, 적응시키거나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을 바꾸는 
노력이다[17]. 둘째, 정서 중심의 대처 전략은 정서적 지원
이나 긍정적인 재평가를 찾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와 긴장의 
정서적 경험을 줄이거나 용인하려는 노력으로 설명된다  
[18]. 또한, Tobin 외(1989)는 문제 중심, 정서 중심적으로 
보는 대처방식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적극적 대처하는 관여
적 대처, 소극적 대처하는 비관여적 대처로 설명하였다[19]. 
즉, 적극적인 문제 해결, 감정표출, 사회적 지지 추구 등 관
여적 대처로, 문제 회피, 소극적 사고, 위축, 자아비판을 비 
관여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비 관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행동으로써 정서 중심적 대처와 유사한 의미로 
설명하였다[20].

선행연구에서 대처방식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
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적극적 대처방식
이 소극적 대처방식이 심리적 적응에 더욱 효과적인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21,22]. 이은희(2004)는 대학생들의 장
래 문제 스트레스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이 우울을 감
소시키는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23]. 양혜선
(2004)은 대학 생활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대학 생활적응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24].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안정에 대한 대처방식이라
는 완화 기술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겪은 후 진정하는 데 도
움이 되는 학습된 행동[25]으로 학생조종사의 스트레스와
의 관계에서 주요한 매개변수임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 적용
하고자 한다.

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기점으로 한 주변의 가족, 친

구, 이웃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도움의 형태라 말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
고 어려움 혹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식된
다[26]. 즉,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
적인 부정적 효과를 줄여 긍정적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상
승시킨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Dumont & Provost(1999)
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완충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도 추가하여 연
구할 것을 제안하였다[27].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류하

였다. 먼저 구조적 측면은 사회지지 연결망의 종류, 크기, 
빈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로 구분
된다. 공적 지지는 전문가 혹은 회사, 조직으로부터의 지지
를 의미하고, 사적 지지는 가족, 지인, 친구 등을 통한 사적
인 집단의 지원이다[28]. 반면,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관계
로부터 받게 되는 지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말
하며, 제공되는 지지와 개인이 지각하는 지지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 가장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29].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신동주, 김승옥(2016)은 보육교사의 정서 노동유형과 직
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연 행동과 내면 행동과 같이 정
서 노동에 관해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30]. 또한, 김미현(2012)은 교
사의 몰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료와 교직원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동료 장학, 교
직원 간의 관계와 질 좋은 수업환경, 성공적인 수업경험 등
이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31].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학생조종사가 지각하는 개인과 조직으로부터의 지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인 지지와 학
교조직 지지로 설정하여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4 정서 상태
인간의 행동은 정서적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내며, 극심한 정서 상태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개인의 자제력과 심리적 기능이 약화되어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정서는 학업부진, 친구와
의 문제, 즉흥적 행동, 사회 부적응 등과 관련이 있고, 타인
의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주변 교우관계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2].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분노를 측
정하기 위해 2004년에 Health Measures가 개발한 척도 
PROMIS를 사용하여 정서 상태를 반영하였다. 이것은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를 종합하여 측정할 수 있으
며, 성인 및 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도록 제시한 
척도이다[33]. 

 
2.5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면서 경험

하는 정서로서, 환경으로 인한 개인의 반응 혹은 환경의 자
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인해 개인에
게 인지된 주관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행복감 혹은 전반적인 
감정을 의미한다[34]. 즉, 심리적 안녕감이란 한 개인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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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
서 폭넓은 방법으로 측정되어온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35]. 또한, 심리적 안녕감
은 개인 건강, 대인관계, 회사생활, 가족관계, 주거환경, 가
족관계,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6]. 본 연구에서는 학생조종사의 심리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 Diener 외(2010)가 개발한 척도 Flourishing Scale
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37].

3.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생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대처방식(관여 대

처, 비관여 대처)과 사회적 지지(가족/지인 지지, 학교조직 
지지)통해 심리적 건강(정서 상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반영하
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실증 연구를 위한 모형을 토대

로 학생조종사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조종 스트레스, 환경 
스트레스, 장래 스트레스, 가치관 스트레스, 교수관계 스트
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대처방식(관여 대처, 비관여 대
처) 및 사회적 지지(가족/지인 지지, 학교조직 지지)를 통해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인 정서 상태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Table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Table 1. Hypothesis of Model
Path  Hypothesis 

H1
H1-1
⇣
H1-6

Student Pilot Stress(Flight Stress, Physical 
Environment Stress, Career Stress, Values Stress,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Friend Relationship 

Stress) →  
Engagement Coping(-)

H2
H2-1
⇣
H2-6

Student Pilot Stress(Flight Stress, Physical 
Environment Stress, Career Stress, Values Stress,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Friend Relationship 

Stress) →  
 Disengagement Coping(+)

H3
H3-1
⇣
H3-6

Student Pilot Stress(Flight Stress, Physical 
Environment Stress, Career Stress, Values Stress,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Friend Relationship 

Stress) →  
Family/Friend Support(-)

H4
H4-1
⇣
H4-6

Student Pilot Stress(Flight Stress, Physical 
Environment Stress, Career Stress, Values Stress,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Friend Relationship 

Stress) →  
Organization Support(-)

H5-1 Engagement Coping →  
Emotional Conditions(-)

H5-2 Engagement Coping →  
Psychological well-being(+)

H6-1 Disengagement Coping →  
Emotional Conditions(+)

H6-2 Disengagement Coping → 
Psychological well-being(-) 

H7-1 Family/Friend Support →  
Emotional Conditions(-)

H7-2 Family/Friend Support →  
Psychological well-being(+)

H8-1 Organization Support →  
Emotional Conditions(+)

H8-2 Organization Support →  
Psychological well-being(+)

H9
H9-1
⇣
H9-6

Student Pilot Stress(Flight Stress, Physical 
Environment Stress, Career Stress, Values Stress,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Friend Relationship 

Stress) →  
Emotional Conditions(+)

H10
H10
-1
⇣
H10
-6

Student Pilot Stress(Flight Stress, Physical 
Environment Stress, Career Stress, Values Stress,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Friend Relationship 

Stress) →  
Psychological well-being(-)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문항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학생조종사의 스트레스를 알
아보기 위한 34문항을 비롯하여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서 상
태를 측정하기 위한 16문항 및 심리적 안녕의 특성을 반영
한 8문항을 포함하여 총 8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의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세한 측정 문항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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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ment

Flight Stress
[2]

ST1∼ST8(8)
Stress on flight training and safety 
concerns

Physical 
Environment 

Stress
[2]

ST9∼ST15(7)
Stress on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flight training

Career Stress
[38]

ST16∼ST19(4)
Stress on employment after completion 
of training and graduation

Values Stress
[38]

ST20∼ST24(5)
My Values and Life Concerns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38]

ST25∼ST29(5)
Stress on Instructor and Professor 
Behavior and Insincerity

Friend 
Relationship 

Stress
[38]

ST30∼ST34(5)
Stress on difficulties with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Engagement 
Coping

[33]

CO1∼CO7(7)
Problem Solving, Cognitive Structure, 
Emotional Expression

Disengagement 
Coping

[33]

CO8∼CO14(7)
Problem avoidance, hopeful thinking, 
social atrophy, self-criticism

Family/Friend 
Support

[33]

SP1∼SP8(8)
Support from family, colleagues, private 
affiliation

Organization 
Support

[33]

SP9∼SP14(6)
The organization cares about my general 
satisfaction, well-being, 

Emotional 
Conditions

[33]
EM1∼EM16(16)
Depression, Anxiety, Anger Emotion

Psychological 
well-being

[36]
WB1∼WB8(8)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Table 2. Measurement Item

3.4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 21일∼7월 20일까지 서울, 충청, 

경상권 등 전국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조종
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17부의 설문을 배포하였
으나 불성실 답변 15부를 제외한 20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바탕으로 
SPSS 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둘째,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매
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관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인 
학생조종사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185명(91.6%), 여성이 17

명(8.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25명(12.4%), 2학년 
25명(17.3%), 3학년 72명(35.6%), 4학년 70명(34.7%)으로 
분포되었다. 거주 형태는 혼자 거주 77명(3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숙사 거주가 74명(36.6%), 가족과 거주
가 32명(15.3%), 친구와 거주가 19명(9.4%)의 순으로 나타
났다. 개인적 종교 유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9명
(34.2%), 종교가 없는 경우는 133명(65.8%)으로 나타났다.

4.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정

한 측정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조종사
의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비행 스트레스는 ST8을 제외하
고 모두 요인적재량 0.628∼0.849를 나타내며 동일한 요인
으로 추출되었다. 환경 스트레스의 경우 요인적재량 0.4 미
만인 ST14, ST15를 제외하였으며   0.595∼0.817의 요인
적재량을 나타냈다. 또한, 장래 스트레스 0.665∼0.797, 가
치관 스트레스 0.645∼0.815, 교수관계 스트레스 0.780∼
0.863, 친구관계 스트레스 0.816∼0.948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내며 동일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매개변수인 대처방
식은 요인적재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측정 문항인 
CO7, CO8, CO14는 제외하였으며, 관여 대처 0.546∼
0.833, 비관여 대처 0.696∼0.770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냈
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측정 문항 SP8, SP14 제
거되었으며 가족/지인 지지 0,658∼0.891, 학교지지는 
0.842∼0.894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내며 요인으로 추출되
었다. 종속변수인 정서 상태는 0.747∼0.827, 심리적 안녕
감은 0.632∼0.836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Variable Ite

ms Factor loading Cronbach α

Flight Stress 7 0.628∼0.849 0.899
Physical Environment 

Stress 5 0.595∼0.817 0.811

Career Stress 4 0.665∼0.797 0.809
Values Stress 5 0.645∼0.815 0.897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5 0.780∼0.863 0.929

Friend Relationship 
Stress 5 0.816∼0.948 0.958

Engagement Coping 6 0.546∼0.833 0.825
Disengagement Coping 5 0.696∼0.770 0.756
Family/Friend Support 6 0,658∼0.891 0.911
Organization Support 4 0.842∼0.894 0.922
Emotional Conditions 12 0.747∼0.827 0.969

Psychological 
well-being 8 0.632∼0.83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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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imation Result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의 결과를 다음 Fig. 2와 같이 도식

화하였다.

4.3.1 학생 조종사 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학생 조종사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이 대처방식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환경 스트레스가 관여 대처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설 H1-2(β=0.180, 
t=2.093, p=0.038)는 채택되었다. 가치관 스트레스와 친구관
계 스트레스는 비관여 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H2-4(β=0.220, t=3.045, p=0,003), H2-6(β=0.220, 
t=3.045, p=0.003)은 채택되었다. 

4.3.2 학생 조종사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학생 조종사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이 사회적 지지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수관계 스트레스, 친구관
계 스트레스만이 가족/지인 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H3-5(β=-0.168, t=-2.198, 
p=0.029), H3-6(β=-0.381, t=-5.465, p=0.000)은 채택되
었다. 또한, 비행 스트레스는 학교지지에 유의한 부(-)의 영
향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가설 H4-1(β=-.0.308, t=-3.884, 
p=0.000)은 채택되었다.

4.3.3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가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비관여 대처는 정서 상태에 유의

한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으나, 관여 대처는 유의한 영

향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
족/지인 지지와 학교지지는 모두 정서 상태에 유의한 부(-)
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으며, 최종적으로 H6-1(β=0.397, 
t=6.556, p=0.000), H7-1(β=-0.184. t=-2.629, p=0.009), 
H8-1(β=-0.279, t=-4.870, p=0.000)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4.3.4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는 심리
적 안녕감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와 부(-)의 영향 
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인 
지지와 학교지지는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의 영
향 관계를 나타냈으며 H5-2(β=0.207, t=3.482, p=0.001) 
H6-2(β=-0.155. t=-2.822, p=0.005), H7-2(β=0.474, 
t=7.490, p=0.000), H8-2(β=0.130, t=2.501, p=0.013)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4.3.5 학생조종사의 스트레스가 정서 상태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 조종사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이 종속변수인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행 스트레스, 가치
관 스트레스, 교수관계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에 유의
한 정(+)의 영향성을 나타냈으며, 가설 H9-1(β=0.242, 
t=3.899, p=0.000), H9-4(β=0.447, t=6.495, p=0.000), 
H9-5(β=0.128, t=1.990, p=0.048), H9-6(β=0,297, 
t=4.047, p=0.000)은 채택되었다.

 또한, 학생 조종사 스트레스의 가치관 스트레스와 친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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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스트레스만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성을 
나타냈으며, 가설 H10-4(β=-0.219, t=-2.569, p=0.011), 
H10-6(β=-0.257, t=-3.549, p=0.000)은 채택되었다.

4.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학생 조종사가 경험하는스트레스

에 관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
석 결과 중 학생조종사 스트레스와 매개변수, 종속변수와의 
유의한 관계를 충족하는 요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4.1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대처방식 중 비관여 대처가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정서 

상태,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검증결과 모두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4 및 Table 5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Student Pilot Stress - Disengagement Coping - Emotional 
Conditions)

Step1 Step2 Step3
Constant 1.622 .401 -.033
Values
Stress

.270
(.345)***

.564
(.551)***

.492
(.484)**

Friend Relationship 
Stress

0.233
(.245)***

.278
(.227)***

.221
(.182)**

Disengagement 
Coping - - .263

(.201)**
R² .227 .429 .463
F 28.944** 73.630** 55.673**

Table 5.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Student Pilot Stress - Disengagement Coping - 
Psychological well-being)

Step1 Step2 Step3
Constant 1.622 4.740 5.005
Values
Stress

0.270
(.345)***

-.197
(-.278)***

-.151
(-.213)**

Friend 
Relationship 

Stress

0.233
(.245)***

-.230
(-.267)***

-.194
(.225)**

Disengagement 
Coping - - -.163

(-.180)**
R² 0.227 .191 .216
F 28.944** 23.307** 17.972**

4.4.2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가족/지인 지지가 교수관계 

스트레스와 친구/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정서 상태,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지인 지지가 교수관계 스트레스와 친구/친구관계 스
트레스와 정서 상태는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친구
관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는 매개효과를 나
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6 및 
Table 7과 같다.

Table 6.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Student Pilot Stress - Family/Friend Support - 
Emotional Conditions)

Step1 Step2 Step3
Constant 5.034 .881 2.391
Professor 

Relationship 
Stress

-.135
(-.195)**

.364
(.368)***

.324
(.327)***

Friend 
Relationship 

Stress

-.350
(-.406)***

.298
(.243)***

.193
(.158)**

Family/Friend 
Support - - -.300

(-.211)**
R² .264 .265 .298
F 35.495*** 35.341*** 55.673***

Table 7.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Student Pilot Stress - Family/Friend Support - 
Psychological well-being)

Step1 Step2 Step3
Constant 4.846 4.393 1.786

Friend 
Relationship 

Stress

-.416
(-.481)***

-.298
(-.346)***

-.074
(-.086)

Family/Friend 
Support - - .538

(.539)***
R² .232 .120 .343
F 60.014*** 27.032*** 51.714***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학교조직 지지가 비행 스트
레스와 정서 상태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에 대해 검
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8의 결과
에 따라 학교조직 지지는 해당 요인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8.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Student Pilot Stress - Organization Support -  
Emotional Conditions)

Step1 Step2 Step3
Constant 4.053 .254 -.033

Flight
Stress

-.407
(-.354)***

.511
(.419)***

.441
(.361)***

Organization 
Support - - -.172

(-.161)*
R² .126 .175 .198
F 28.599*** 42.062*** 2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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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조종사의 스트레스가 대처방식과 사
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
하고,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학생조종사의 경우 특히 가치관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문제에 대해 회피하
고자 하는 것이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수관계 스트레스와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가족, 
친구, 주변 지인의 지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의 주된 인간관계인 교수와 친구/동
료로 인한 인적 관계의 문제와 불만족은 나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주변인의 상호작용 인식의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
하는 결과이다. 학생조종사의 주요한 비행 스트레스의 인식
은 비행환경 및 훈련시설을 제공하고 안전시스템을 유지하
는 근본적인 조직인 학교에 대한 소통과 지원 인식이 부정
적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불안정한 정서에 긍정적 역할로 부정적 감정
을 상쇄시키고, 심리적인 안녕은 더욱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은 비
행 스트레스, 가치관 스트레스, 교수관계 스트레스, 친구관
계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행 스트레스는 학생조종
사의 불안정한 심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제이므로 일반
대학생과는 다른 별도의 인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성
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
의 혼동과 친구/동료와의 소통의 문제는 삶의 긍정적인 생
각과 행복, 안녕을 저해하는 즉,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 사이의 완충제로서의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하였으며, 비행 스
트레스, 가치관 스트레스, 교수관계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
트레스에 대한 일부 상쇄역할을 확인하였다. 가치관에 대한 
고민과 친구관계 문제는 대처방식에 따라 심리적 건장 상태
의 증감에 변화를 일으키며, 특히 교수와 친구의 인적 관계
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압력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을 완화해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직적 지원이 
필요한 비행훈련으로 인한 압박과 감정은 학교조직의 관심
과 지원에 따라 정서 상태에 부정적 전이를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와 달리 대학생의 주
요한 요인인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2-14], 이것은 학생조종사
의 특성으로 인해 졸업 후 조종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조종
사 혹은 운항 관련 직종으로의 가시적 진로가 결정되어있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학생조종사의 경우 비행훈련, 가치관 혼란, 
교수관계, 친구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부정적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과 지인의 감정적 지
원과 비행과 관련된 훈련, 안전에 관한 학교의 지원이 주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반대학생과 차별화되는 환
경에 재학 중인 학생조종사 스트레스의 요인과 심리적 건강
의 영향성을 파악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추후 스스
로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마인드셋의 역할을 추가하여 연구
를 확장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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