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데,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

학생들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 진로, 대인관계 및 재

정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신

체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신의 건

강을 돕는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흔히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동일한 스트레

스에 대하여 사람들의 지각과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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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접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

지 않게 지각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위협으로 지

각을 하여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스트레스의 영향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개인차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1]과 내외통제(locus of control)[2]라

는 변인을 상정할 수 있다.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행

복의 심리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주관안녕(subjective 

well- being: SWB, 혹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

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가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스트레스(stress)는 한 개인이 지각하는 능력이 상황

의 요구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한다[3]. 그런데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관점에서 차

이가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즉, 스트레스

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나 혹은 압력 등

과 같이, 자극으로 보는 관점[4], 환경자극이나 요구에 대

하여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보는 관점[5] 및 인간

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6]이다. 스트레스

에 대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특정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 지에 따라 스트

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스트레스는 개인적 특성이나 혹은 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그것을 느끼는 영역과 지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상황적인 면에서 본다면 대학생들은 삶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에, 학업 이외에도 취업준비, 

이성관계를 포함한 여러 대인관계 등의 생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

울 등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생각이나 계획 혹은 시도에 

이를 수도 있다[7, 8].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를 연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관안녕이나 정신건강에 도

움이 될 제언을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스트레스는 흔히 심리적 안녕감 혹은 행복과 부적 관

계가 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의미를 물질적 행복과 분리

하여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행복감의 범위로 한정하여 이

를 측정하고 연구해왔다. 심리적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으

로서 주관안녕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는데, 주관안녕

은 ‘삶에 대한 만족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반응을 포

함하는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 반응’이라고 정의

된다[9]. 주관안녕이 높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으로는 긍정적 정서경험이 많고 부

정적 정서경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녕 혹은 심리적 안

녕감을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는 주관안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대

학생 537명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10]의 연구에 의

하면,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

으며, Lee[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또한 불안을 높이고

[11], 삶의 질을 낮추며[12], 우울과 자살생각 등에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8]. 이와 유사하게 중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

을 낮추고, 우울을 높이며 삶의 만족을 낮춘다고 보고되

었다[13, 14]. 

한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주관안녕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점증하

고 있다. 예컨대 Lee와 Lee[1]는 272명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ang[15]은 대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연구

를 통해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1, 2, 15]을 참고하면, 개인적 특성이나 

성향이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반응 및 주관안녕 등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가 스트레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Bandura[16]에 의하면, 자

기효능감은 목표산출에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지각을 가지고, 수행

을 방해할 만한 정서를 덜 느끼므로 어려운 장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은 결국 성취결과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때 자신의 잘못이나 과제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능력을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17]. 달리 해석하자면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수행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실제수행을 높이

고 이로 인해 주관안녕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이 

시사된다. 선행연구에서는(예, [1])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이라는 정서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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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주관안녕에 영향을 주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향인 내외통제도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

과 유관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은 특정 사건이나 자

신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고자 하는데, 

이를 귀인(attribution)이라 한다. 이러한 귀인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내외통제이다. 내외통제성은 어떤 

사건이나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서, 원인의 근본적 출처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원인 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원인에 귀인

하는 경향성을 일컬으며 이러한 내외통제성은 일종의 성

격특성이다[18].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내적 통제자라 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외적 통제자라 지

칭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보다 

적응력이 더 양호하며, 내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자아개념

이 긍정적이고 학업 성취도 높았다[19]. 한편, Lee, Jang 

및 Jung[2]의 연구에 의하면 내외통제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적통제는 문

제해결적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적통제는 

정서완화나 소망적 사고의 대처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

다. 이 연구는 단순히 내외통제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

의 상관을 다루었지만,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면, 내적통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문제해결적 대처를 함으

로써 스트레스의 지연이 아닌, 스트레스의 실제적 제거나 

감소의 결과를 내고 따라서 외적통제자들보다 주관안녕

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처방식이 주관안

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있지만, 특정 유형의 

대처를 하게 하는 내적 성향으로서의 내외통제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가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다룬 연

구는 미흡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어보려 하였다. 

요컨대,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내

외통제 및 주관안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또한 자

기효능감과 내외통제가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방법

2.1 조사대상

전북 소재의 J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00명

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누락되는 등의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279명(남학생 133명, 여학생 

14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대학생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

하여 Chon, Kim 및 Lee[20]가 개발한 4점 척도의 ‘개

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경험빈도

에 대하여 ’전혀‘, ’조금‘, 상당히’, ‘자주’의 4점 척도에 응

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척도로서 학업문제, 이성 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수와의 관계, 경제문제, 장해 문제 

및 가치관 문제의 7개의 요인이 있다. 이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2.2.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Sherer 등[21]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을 토대로 제작한 척

도를 Hong[22]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3문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이다. 14개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2.3 내외통제 척도 

내외통제성을 알아보기 위해 Rotter[18]의 내외통제 

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 I-E Scale)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제작한 Cha, Kong 

및 Kim[23]의 ‘내외통제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2개의 선

택지(내적통제와 외적통제 문항의 짝)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6개 문항은 허위 척도로 나머지 15개 문항만을 채

점하는데, 내적 통제 문항을 표시했을 때 1점씩 가산하여 

0점에서 15점의 점수 분포를 가진다. 각 문항의 (1)과 

(2) 두 개의 진술문 중 2, 3, 4, 13, 16, 17, 20, 21번 

문항은 (2)항의 진술내용이 내적통제성을 나타내고 6, 7, 

8, 10, 11, 14, 18번 문항은 (1)항의 진술내용이 내적 통

제성을 나타내며, 1, 5, 9, 12, 15, 19번 문항은 허구 문

항이다. 이 척도 평정치의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자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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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관안녕 척도

조사 대상자들의 주관안녕을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정서질문지와, 인지적 측

면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정서질문지 점수와 삶의 만족 점수를 합하여 상관

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① 정서질문지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 PANAS)

Watson, Clark과 Tellegen[24]이 제작한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 PANAS 척도를 Lee[25]

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

어 10개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10개 단어로 구성되

어 있으며 무선적으로 배치되었다. 5점 척도 상에서 일상

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기분을 평정하게 하는 것으로 점

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다. 정서 전체 점수는 부

정적 정서를 역채점하여 합산해서 산출하였다. 합산 총점

이 높을수록 유쾌정서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②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SWLS)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26]이 일반인

들의 삶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원척도

(SWLS)를 Lyu[27]가 번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7점 척도 상

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점수범위

는 5점에서 35점까지이다. 평정점수가 높을수록 삶 전반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절차

위 척도들을 묶은 질문지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심리학 

관련 강의 시간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질문지 응답자료에 대하여 SPSS/PC v18.3 프

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생활스트레

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 각

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28]

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이 방식에 의해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

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인과 매

개변인이 함께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때 두 번째의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보다 세 번째에서의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이 감소되어야 한다.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된다.

3. 결과

3.1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내외통제 

    및 주관안녕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내외통제 및 주

관안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

수를 산출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variables 1 2 3 4

1. life stress 1

2. self-efficacy -.33** 1

3. locus of control -.36** .29** 1

4. subjective well-being -.50** .57** .30** 1

**p<.01, ***p<.001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함

Table 1. Correlations among life stress,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고(r=-.33, 

p<.01), 생활스트레스와 내외통제 간에도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36, p<.01).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

녕 간에도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50, p<.01). 자기

효능감과 내외통제 간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r=.29, p<.01), 자기효능감과 주관안녕 간에도 정적 상

관이 유의하였다(r=.57, p<.01). 내외통제와 주관안녕 간

에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30, p<.01).

3.2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과 내외통제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과 내외통제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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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식에 의해 분석을 한 결과가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되었다.

A B C step path β 

life 
stress

self-
efficacy

subjective
well-being

1 A→B -.278***

2
B→C

(control A)
.352***

3 A→C -.468***

4
A→C

(control B)
-.269***

Note A: independent variable
B: mediate variable
C: dependent variable

Table 2. Analysis on mediate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life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able 2를 보면,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통제하기 전 

주관안녕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유

의하였다(β =-.468, p<.001). 그리고 생활스트레스와 자

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통제

했을 때 주관안녕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

수가 유의하였다(β =-.269, p<.001).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ron과 Kenny[28]가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 구비해야 된다고 주장한 통계적 조건들이 충족되었

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의한 간접효과(생활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주관안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값이 유의하였다(Z= -1.98, 

p<.05). 이는 자기효능감이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녕 간

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주관안녕의 관계를 내

외통제가 매개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

되었다. 

A B C step path β 

life 
stress

locus of
control

subjective
well-being

1 A→B -.352***

2
B→C

(control A)
.089

3 A→C -.468***

4
A→C

(control B)
-.437***

Note  A: independent variable
B: mediate variable

C: dependent variable

Table 3. Analysis on mediate effect of the locus of 

control between life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able 3을 보면, 내외통제의 효과를 통제하기 전 주

관안녕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유의

하였다(β =-.468, p<.001). 그리고 생활스트레스와 내외

통제를 동시에 투입하여 내외통제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주관안녕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수도 유

의하였다(β =-.437, p<.001). 그러나 내외통제에 의한 

간접효과(생활스트레스가 내외통제를 통해 주관안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값은 유

의하지 않았다(Z= -.99, n.s.). 이는 내외통제가 생활스트

레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내외통제 및 주관안녕 간의 관계 및 대학생들의 생활스

트레스와 주관안녕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내외통

제가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관

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룬 네 개의 변인들 간에 모

두 상관이 유의하였다.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안

녕은 낮았으며, 개인특성 변인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외통제가 높을수록(즉, 내부통제적일수록) 대학

생들의 생활스트레스는 낮았고 주관안녕은 높았다.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가 주

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매개되

었으며 이는 Lee와 Lee[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기효능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관안녕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주관안녕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아울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편,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 내외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고 믿는 내적 통제자들이 외적 통제자보다 적응력이 더 

양호하다는 연구[19]와 내적통제가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다는 Lee, Jang 및 Jung[2]의 연구를 

통해 내외통제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는데, 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즉, 자신이 어떤 결과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주관

안녕에 주는 영향에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자신이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생활스트레스가 주관안

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적 기능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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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기에,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주관안녕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혹은 자기

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에게 제공하

고, 추후에 그러한 프로그램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생활스

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주관안녕의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

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활하면

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주관안녕을 

저해하는 데 매개적 역할을 하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치

료적 시사를 주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외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

로는 연구의 표본이 J대학교 학생에 한정되어 결과 해석

에 있어서 전체 대학생들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좀 더 광역적 표본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관안녕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하위 영

역별(학업문제, 이성 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수와의 

관계, 경제문제, 장해 문제 및 가치관 문제 및 기타)로 주

관안녕과 관련된 변인들을 세분화하여 탐색함으로써, 영

역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연구

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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