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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문계 고등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대학입시 

를 눈앞에 두고 있어 입시 중심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통계

청(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19)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인 중 학교생활이 51.8%

이었으며,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의 47.3%가 학업과 

성적 등 공부 문제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은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

을 치러야 하므로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Yun, 2016).

고등학생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진로에 대한 불안과 학업

실패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Krishan, 2014). 하지만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방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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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능력 저하, 위축, 무기력, 우울 등이 야기되어 자살 등의 심각

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Choi, 2014). 게다가 학업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교감신경 호르몬이 분비되면 수면에 들어

가야 할 밤까지 지속되어 온몸이 긴장하여 수면의 질은 저하된다

(Rhie & Chae, 2013).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 고등학생

이 학업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은 곧 사회적 성공을 의 

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에 관심을 집

중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학업 양은 가중되고 학업에 많은 시

간을 쏟아 부어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고 만족스런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Park, Choi, Lee, & Lee, 2015). 통계청(KOSIS, 

201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이

며,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1시간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수면의 질은 학습능력과 관련

이 있으며, 학생들이 적절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인지 기

능이 저하되어 학업성적이 저하된다(Kim & Yoon, 2013).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수면의 질을 악화시켜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손

상시키고 정신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rink, Lee, 

Rachel, James, & David, 2019; Pascoe, Hetrick, & Parker, 2020). 

학업 스트레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경우 

수면의 질이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수면을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은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흔하게 나타나며

(Yan, Lin, Su, & Liu, 2018),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면  

학업에 대한 동기와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은 저하

된다(Yun, 2016; Van schalkwijk, Blessinga, Willemen, Van der 

werf, & Schuengel, 2015). 이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습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거나 실행하고 조절하며 학습자가 경험하는 

자신감이다(Sharma & Nasa, 2014).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 

건강 관련 증상으로 이어져 수면부족을 경험하였다(Park et al., 

2015; Lee, Kim, & Cho, 2019).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학

업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반면 과중한 학업 요구로 인

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Seon & 

Oh, 2013; Yoon & Jung, 2014; Jung, Kim, Ma, & Seo, 2015).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의 관련 연구 

를 살펴보면, 국내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학업 동

기가 부족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져 정신건강 문제를 경

험하게 되고(Min, 2015), 반면 학업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학업성

취 수준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은 높아졌다(Kim & Yoon, 2013). 

국외연구에서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그날 밤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전날 수면의 질이 다음 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Brink et al., 2019). 즉, 학기 전반에 걸쳐 누적된 학업 스트레스

와 낮은 자기효능감은 수면의 질이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학업 스

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그날의 수면의 질 예측을 가능하

게 하는 변수이며, 세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하지만 입시 문턱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 간의 관련

성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와 수면의 질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

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과도한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과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

감 및 수면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의 질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와 B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 

학교 재학생으로 ３곳의 입시학원에서 수강 중인 1학년부터 3학

년까지 고등학생이다. 입시학원장의 허락을 받아 본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추출하였다. 표본크

기는 G 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연

구대상자 수를 구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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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측요인 10개로 설정하였을 때 172명이 적정수준이었다. 효

과크기는 대학생의 수면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Kim & Yoon, 

2013)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206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11부을 제외

한 19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여 본 연구대상자 수는 충분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 운동 정도, 학교생 

활만족도, 평균 수면시간, 부모의 경제상태, 부모의 성적에 대한 

압박 정도의 일반적 특성 7문항, 학업 스트레스 21문항, 수면의 

질 15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8문항의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측정 도구는 도구 개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

한 허락을 받았다.

● 학업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Oh와 Cheon 

(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Kim (2013)이 개발한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비교 2문항, 기대 6문항, 내면 7문

항 및 표출 6문항으로 구성된 총 21문항의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8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92이었다.

●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Snyder-Halpern와 

Verran (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Oh, Song과 Kim (1998)이 개

발한 수면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면결과 1문항, 

수면저해원인 2문항, 수면양상 8문항, 수면평가 8문항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의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75이었고, 본 연구

의 신뢰도 Cronbach'⍺＝.90이었다． 

●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에서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Bong et al., 

2012)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습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Learning)과 수행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Performance)으로 

구성된 총 8문항의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6점 척도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개발 당

시 신뢰도는 Cronbach's ⍺＝.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93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G 광역시와 B 광역시에 소재한 ３곳의 입시학원장

의  허락을 득한 후 설문조사하였으며, 2019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 및 진행절차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동의

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작성은 10～15분 정도 

소요됨을 설명하였고, 대상자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재

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여 개별부

호화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IBM사의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에 대한 기술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으 

며, 사후검정은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회귀모형 적합성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Kolmogorov 

-Smirnov 검정을 한 결과,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붓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는 PROCESS macro 

SPSS/WIN 3.2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정 하였다(Hayes, 

201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에서 구한 계수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D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IRB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연구동

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의 자유와 익명

성 보장 등 인권보호 및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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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여자가 59.0%로 남자보다 더  

많이 분포하였고, 학년은 3학년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 

정도는 ‘주 1회 미만’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만

족도는 ‘만족’이 41.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평균 수면시간은 

5～7시간이 59.0%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경제상태는 ‘중’이 

76.0%로 가장 높았고, 성적에 대한 부모의 압박 정도는 ‘가끔 있

다’가 66.２%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60점이었 

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는 6점 만점 중 평균 3.98점이었으며, 

수면의 질 정도는 4점 만점 중 평균 2.74점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검정의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학년에 따른 수면의 질은 1학년이 2학

년, 3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2), 운동 정

도에 따른 수면의 질은 주 5회 이상이 주 1회 미만과 주 2～4회인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3), 학교생활만

족도에 따른 수면의 질은 보통인 경우와 매우 만족한 경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평균 수면량에 따른 수

면의 질은 평균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차이를 보여 3～5시간과 

5～7시간인 경우와 7～9시간인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부모의 경제상태에 따른 수면의 질은 ‘하’인 경우와 ‘상’

과 ‘중’인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10), 성

적에 대한 부모의 압박 정도에 따른 수면의 질은 ‘없다’와 ‘아주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Sleep Q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leep quality

Mean±SD χ2 (p)
Bonferroni 

test

Gender
Male  80 (41.0) 2.77±0.50

4.36 (.367)
Female 115 (59.0) 2.56±0.55

Grade

1sta  34 (17.4) 2.80±0.59

11.49 (.002) a>b,c2ndb  73 (37.4) 2.58±0.49

3rdc  88 (45.2) 2.60±0.51

Degree of exercise
(Number/week)

≤1a 110 (56.4) 2.65±0.52

11.93 (.003) a,b<c2-4b  71 (36.4) 2.76±0.55

≥5c   14 (7.2) 3.18±0.54

Satisfaction of school life

Very dissatisfactiona    1 (0.5) 2.25±0.00

20.22 (<.001) c<e

Dissatisfactionb    8 (4.1) 2.58±0.56

Moderatec  65 (33.3) 2.47±0.51

Satisfactiond  80 (41.0) 2.58±0.38

Very satisfactione  41 (21.1) 3.19±0.27

Average of sleep time
(hr/day)

3-5a  45 (23.1) 2.44±0.61

20.71 (.005) a,b<c
5-7b 115 (59.0) 2.57±0.29

7-9c  32 (16.4) 3.01±0.59

>9d    3 (1.5) 2.82±0.27

Parents’ economic status

Gooda  23 (11.7) 2.86±0.57

8.72 (.010) a,b>cFairb 148 (76.0) 2.57±0.41

Poorc  24 (12.3) 2.25±0.50

Parents' pressure on grades

Nonea   17 (8.7) 2.73±0.59

18.68 (<.001) a>c, b<d
Sometimesb 129 (66.2) 2.85±0.51

Severec  41 (21.0) 2.47±0.54

Very severed    8 (4.1) 2.18±0.31

Mean of variables

Academic stress 2.60±0.63

Academic self-efficacy 3.98±0.88

Sleep quality 2.74±0.55

χ2=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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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다’와 ‘가끔 있다’와 ‘심하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학업 스트레스(r=-.55, p<.001)는 부적관 

계, 학업적 자기효능감(r=.35, p<.001)은 정적관계로 나타났고, 학

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16, p=.020)은 부적관계를 

보였다. 즉, 학업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을

수록 수면의 질은 높았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낮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았다(Table 2).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결과, Dubin-Watson 값이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함께 직접효과와 매

개효과를 한 번에 검정할 수 있는 SPSS PROCESS macro 3.2 프

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 

변수 학업 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β=-.1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은 

3% (R2=.03, p=.01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 학업 스트

레스는 종속변수인 수면의 질(β=-.5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은 35% (R2=.35, p<.001)이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추가되었을 때 학업 스

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수면의 질(β=-.5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수면의 질(β

=.2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2% (R2=.42, p<.001)이었다(Table 3). 이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추가된 학업 스트레스 효과(β=-.55, p<.001)가 매개변수가 없

는 학업 스트레스 효과(β=-.59, p<.001)보다 작아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별 

계수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의 유의성은 붓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학업 스트레

스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내는 간접효과는 .04 (indirect effect=.04, 95% CI=[.03, 

.07])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결론적으로 독립변수 학업 스트레스가 종속

변수인 수면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수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추가된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95)

Variabl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r (p) r (p)

Academic stress 1

Academic self-efficacy -.16 (.020) 1

Sleep quality -.55 (.001) .35 (.001)

   β=.26
  (p<.001)

Academic self-efficacy
　

    β=-.17
(p=.013)

Academic stress Sleep quality
β=-.55

(p<.001)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leep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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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은 학년, 학교생활만족도,  

운동 정도, 수면시간, 부모의 경제상태, 성적에 대한 부모의 압박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는 

Yun (201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3학년이 가장 낮았고, Lee 등

(2019)의 연구에서 2학년보다 1학년이 수면의 질이 높다는 보고

와 일맥상통하게 본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의 질은 

낮아졌다. 이러한 이유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학업과 

대학입시 준비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는 

Park 등(2015)의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수면의 질

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

는 고등학생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생

생활 만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운동 정도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는 Ahn, Kim, Hong, Kim과 Lee (2017)의 연구에서 운동하

지 않는 학생이 수면의 질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도 운동이 부족한 경우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시간을 내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을 할 수 있

는 여건 마련 등 학교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운동 중재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면시간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는 본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하루 수면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이 

5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KOSIS (2019) 조사에 따른 고등학생

의 평균 수면시간 6.1시간과 유사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은 이른 

시간에 등교하여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며, 학교를 마치고 곧

바로 학원이나 과외수업 등으로 인해 수면 부족이 나타났다. 수면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

다. 부모의 경제상태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는 부모의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가 수면의 질이 높게 나타났는데, Park 등(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Yoo (2019)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낮다는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Yoo 

(2019)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투자가 

많아지고 과외수업이 많아져서 이들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가 과외수업 등 사교육보다 입

시학원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원은 

정부의 규제를 받아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수업은 밤늦게까지 진행되어 수면시간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성적에 대한 부모의 압박 정도에 따

른 수면의 질 차이는 Lee 등(2019)의 연구에서 학업성적과 수면

의 질이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성적에 대한 부모

의 압박이 학업성적에 가중되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사교육 시간, 부모의 학업성취 압박 

등 학업 관련 요인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는 것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

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eon과 Oh (2013)의 연구, Yoon과 

Jung (2014)의 연구, Jung 등(2015)의 연구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

레스를 많이 느끼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반면에 높은 

자기효능감은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은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가 상실되어 오히려 학업

에 대한 반감이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된다. Yoon과 Jung (2014)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학업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

Table 3.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leep Quality (N=195)

Model Variables B SE  β t p R2

1 Academic stress → Academic self-efficacy -0.24 .10 -.17 -2.52 .013 .03

2 Academic stress → Sleep quality -0.52 .05 -.59 -10.49 <.001 .35

3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 Sleep quality .42

Academic stress → Sleep quality -0.48 .05 -.55 -10.04 <.001

Academic self-efficacy → Sleep quality 0.16 .03 .26 4.79 <.001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on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N=195)

Mediation Path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95% CI

Academic stress → Academic self-efficacy → Sleep quality .04 .02 [.03, .07]

Boot.=bootstrapping;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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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효율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목표달성훈련, 평소에 이루고 싶은 꿈 100가지 찾기, 과목별 학업

적 효능감 그래프 그리기 등이 있었다(Rho, Yang, & Park, 2007).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겠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un (2016)의 연구와 

Yan 등(2018)의 연구와 Van 등(2015)의 연구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수면 문제를 유발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

으로 본 연구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 때 수면의 질이 감소하

였다. Yun (2016)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문제는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201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들의 수면 부족은 주간 졸음을 유발하여 집중력 저하 및 학업성적

을 하락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를 중시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여러 방면

으로 수면 장애의 유발과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므로 고등학생

의 학업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대처가 요구된다. 

넷째,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부분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여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이 감소하여 학업능력을 

저하시키며, 학업능력 저하는 또 심리적 문제 유발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Brink et al., 2019)와 높은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학업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어 수

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Pascoe et al., 2020)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Yoon & Jung, 2014),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업성취 압박과의 관계(Seon & Oh, 2013)에

서 매개효과를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이른 등교 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충분

한 잠을 자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수면을 줄이고 공부만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 이들의 수

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를 경험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정서적 지지 프로

그램을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꿈 찾기 진로캠프’, ‘진로적성캠프’ 

등을 운영하여 진로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방안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매개로 학업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대처와 양질의 수면을 유지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이는 학교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간호교육에서도 관심을 기울

이고,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로 인한 신체

적, 정신적 건강문제 예방차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학업스트레스와 수면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에게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간호대

학생이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과 수업량을 소화하고, 

엄격한 교과과정, 임상실습 등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문

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Kang, Oh, & Hong, 2018)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간의 관계에 

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인문계 고등

학생의 수면 건강을 위한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독립변인에 대해 고려를 하지 못한 점과 대상자를 일

부 지역의 입시학원의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

생의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

여 주관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설문 당시 개인적 요인

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입시 등 학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문계 고등학생의 수면 문제에 대

한 인식을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대처 방안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임을 규명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

스와 수면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해결책을 심리적 요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이들의 건강

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의 정책적 지원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간호교육에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의 기

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요인 

을 포함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입시학원이라는 특정한 환

경의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고등학교 등 다양한 환경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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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적용한 후 효과를 검정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넷

째, 고등학생의 수면의 질 향상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규

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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