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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완벽주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도의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209명
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피어슨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지각된 스트레스, 과업중심 및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
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생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신체활동증진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다학제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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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new ways improving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rough 
search the influence on their mental health by their perfectionism, self esteem, perceived stress and its coping 
efforts. Participants consisted of 206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attending in 3 universities in K 
provinc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ie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Mental health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ived stress, coping efforts on their tasks and emotional stress, perfectionism 
obtained from society, and self esteem. In order to improving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it is crucial to 
intensify sociality and develop multidisciplinary educational program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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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서 기 성인기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학

생 시기는 건강행 에 응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 

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이들은 과다한 학업량, 지속

인 성공에 한 압력, 래간의 경쟁, 경제  어려움과 미

래에 한 걱정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받고 있다

[2,3]. Weitzman[4]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4.8%가 정

신건강 악화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CDC[5]에서는 우울진단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우

울증상을 보이는 성인  18-24세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에 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 스와 요구

에 히 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6]을 말하며, 정신건

강에 을 가하는 스트 스 련 요인들은 개인의 효

율 인 응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7].

국내에서도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

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한 정신건강 문

제는 부분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향[8]이 있기 

때문에 방과 조기 리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정신건강과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스트

스 상황에서 건강하게 응하는 것은 개인의 처방식과 

련이 있으며[9], 비효율 인 처방식을 반복 사용할 

경우 정신 병리  증상을 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10]. 

한 건강한 스트 스 처방식의 발달에는 자아존 감

이 여하는데 환경보다는 자신의 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련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1].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반사회 인 행

동에 한 충동조 이 더 용이하여 스트 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경향이 있었다[12]. 정신건강과 성격과의 계

에서, 성격은 개인의 기질  요인이 외부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사회나 문화, 학습 등의 향을 

받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13]. 따라서 사

람은 성장할수록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가지게 되며 경

험을 통해서 새로운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Eysenck[14]

는 성격이론에서 사람의 정신건강과 련하여 외향성, 

정신증, 신경증으로 성격을 분류하 다. 외향성은 감각추

구, 자기주장, 사회성과 련되어 있어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고, 정신증은 공격성, 무감각, 반사회성, 충

동성과 련되어 있지만 일부 창의성과도 련된다고 하

다. 신경증은 낮은 자존감, 우울, 부끄러움, 불안과 

련되어 있어 성격의 일부가 정신건강과 련성을 가진다

는 을 언 하 다. 이  신경증과 반 개념으로 도출

된 완벽주의는 Hewitt와 Flett[15]에 의해 개념화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완벽주의 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해 

지나치게 비평 으로 평가하고, 수행기 을 높게 설정하

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으며, 자기 지향  완벽

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

의 등 3개 하 차원을 가지는 다차원  개념이다. 이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해 등의 

험행동을 많이 나타내어 임상질환과 련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정신건강 련한 국내 학생 연구에서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정신건강 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

으나[17,18] 간호 학생에 한정되어 있거나 사상체질 

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이들 연구는 한두 가지 변수간

의 상 계를 살펴 본 연구 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정신건강과 련된 다양한 

변수들 간의 향력을 악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향상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 완벽

주의, 자아존 감과 정신건강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둘째, 학생의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 완벽

주의, 자아존 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 완벽주의, 자아존 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K도에 소재한 3개 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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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4학년 남녀 학생 220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 선정기 은 회귀분석에서 유의수  0.05, power 

0.95를 기 으로 최소 표본수가 178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수를 정하 다. 연구 상자 220명  미비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209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

Cohen 등[19]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는 14개 문항 5  Likert 척도로, ‘거의 없

다’ 1 에서 ‘매우 자주 있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74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 측정도구

Endler와 Parker[2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박용천과 

김 일[21]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스트 스 처

방식은 과업 심, 정서 심, 회피 심의 3개 하 요인, 

각 16문항을 포함하여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3가지 하 요인

의 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87이었다. 

2.3.3 완벽주의 측정도구

Hewitt와 Flett[15]가 개발한 도구를 홍혜 [22]이 번

역한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 사회 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개 하 차원, 각 15문항을 포함하

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

로, 수가 높을수록 3가지 하 요인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72이

었다. 

2.3.4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23]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최정아[24]가 번

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자아존 감 척도는 정 인 

문항 5문항과 부정 인 문항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 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 α = 0.86이었다. 

2.3.5 정신건강 측정도구

Derogatis[25]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 SCL-90-R)을 김 일, 김재환, 원호택

[26]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신체화, 강

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 편집증, 정신

증 등 9개 차원,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건강은 

5  Likert 척도로, ‘  없다’ 0 에서 ‘매우 심하다’ 4

으로, 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98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로 연구자가 임의 표출법으로 선정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하 다. 먼  연구의 목   필요성

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으며 서면으로 

참여 동의를 구한 뒤 자료를 수집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방식, 완벽주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은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정신건강과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방식, 완벽주의, 자아존 감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net로 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정 값은 1.99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 이 없었다. 변수에 한 공차

한계는 0.37-0.81로 0.1이상이었고, VIF값은 1.04-1.35로 

10보다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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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 분석결과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에 한 회귀표

화 잔차의 정규P-P 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

도도 잔차의 분포가 0을 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차

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해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학년은 2학년(46.4%)이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1학년(30.6%), 3학년(13.4%), 4학년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70.3%, 남성이 

29.7%로,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종교는 무교(58.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16.3%), 불교(12.0%), 천주교(7.7%)의 순으로 나

타났다. 경제상태는 (82.3%), 하(11.5%), 상(6.2%)의 순

으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Grade1 64 30.6

Grade2 97 46.4

Grade3 28 13.4

　 Grade4 20 9.6

Gender Male 62 29.7

　 Female 147 70.3

Religion Protestantism 34 16.3

Buddihism 25 12.0

Catholicism 16 7.7

No religion 122 58.4

　 etc 12 5.7

Economic

condition

High 13 6.2

Middle 172 82.3

　 Low 24 11.5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209)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학년, 성별, 종교  경제상태에 따른 정신건강

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atal 

Health p

M±SD

Grade Grade1 .66(.54)

.551
Grade2 .73(.54)

Grade3 .72(.72)

　 Grade4 .54(.39)

Gender Male .60(.55)
.140

　 Female .73(.55)

Religion Protestantism .71(.68)

.723

Buddihism .61(.58)

Catholicism .69(.50)

No religion .72(.53)

　 etc .51(.47)

Economic

condition

High .79(.61)

.141Middle .66(.52)

　 Low .89(.71)

<Table 2> Mental Health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ample                            (N=209)

  

3.3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

시하 다. 분석 결과 지각된 스트 스(.566)는 간이정신

진단검사 수와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1). 따라서 지각된 스트 스가 증가할수록 간이정

신진단검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트 스 처의 하 요인을 살펴보면 과업 심 처

(-.195)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와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과업 심 처가 

증가할수록 간이정신진단검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심 처(.363)는 간이정신진단

검사 수 수와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따라서 정서 심 처가 증가할수록 간이정

신진단검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회피 심 처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와의 상 이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완벽주의의 하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304)가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와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증가할수록 간이정신진단검사 수

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

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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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1 2 3 4 5 6 7 8

1. Perceived stress 1

2. Problem focused coping -.307** 1

3. Emotion focused coping  .461**  .340** 1

4. Avoidance focused coping -.083  .504** .412** 1

5. Self oriented perfectionism -.161*  .635** .175* .344** 1

6. Other oriented perfectionism  .114  .104 .209** .024 .337** 1

7.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61**  .084 .361** .095 .301** .235** 1

8. Self esteem -.597**  .344** -.261** .199** .263** -.019 -.241** 1

9. SCL-90-R  .566** -.195** .363** -.118 -.055 .125 .304** -.454**

 *p<.05  **<.01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65 .392 6.77 <.001

Perceived stress .459 .064 .450 7.142 <.001

Problem focused coping -.120 .081 -.137 -1.484 .139

Emotion focused coping .230 .079 .244 2.890 .004

Avoidance focused coping -.123 .062 -.139 -1.996 .047

Self oriented perfectionism .074 .059 .104 1.251 .212

Other oriented perfectionism .003 .061 .003 .048 .962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64 .069 .062 .932 .352

Self esteem .006 .081 .004 .071 .943

Gender(Female) .111 .070 .091 1.589 .114

Economic Condition(High) .043 .129 .019 .335 .738

Economic Condition(Low) .112 .099 .063 1.129 .260

 adj R2=386, F=19.441 (p<0.001)

<Table 4>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Stress Coping, Perfectionism, Self Esteem on Mental 
Health

상 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자아존 감(-.454)은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와 유의

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자

아존 감이 증가할수록 간이정신진단검사 수가 감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3>. 

3.4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완벽주

의,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 완벽주의, 자아존

감이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

보기 하여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 완벽주의, 

자아존 감을 독립변수로, 성별과 경제상태를 더미변수

로, 간이정신진단검사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더미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지각된 스트 스(B=.459)가 간이정신진단

검사 수에 미치는 정 인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지각된 스트 스가 증

가할수록 간이정신진단검사 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

다.

스트 스 처 하  요인을 살펴보면 과업 심 처

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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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정서 심 

처(B=.230)가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에 미치는 정 인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

라서 정서 심 처가 증가할수록 간이정신진단검사 

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회피 심 처(B=-.123)가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에 미치는 부 인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회피 심 

처가 증가할수록 간이정신진단검사 수가 감소한다

고 볼 수 있다. 

완벽주의의 세 하 요인은 모두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에 미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자아존 감은 간이정신진단검사 수에 미치는 향

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 성별과 경제상태도 간이정신진담검사 수에 미

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처, 

완벽주의, 자아존 감, 정신건강 간의 련성을 악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한 로그램 개발에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학

생의 지각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VanKim

과 Nelson[27]에 따르면 스트 스 지각은 개인의 사회성

이나 신체활동량에 따라 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성이 

낮을수록, 신체활동량이 을수록 스트 스를 높게 지각

하여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입시

주의 교과과정 편성으로 고등학교 시 부터 체육이나 

신체활동에 해서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이

는 학생 시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해 신체

 움직임이 포함된 활동 로그램과 성격의 일부인 사회

성을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Vazquez 등[28]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확인을 한 SCL-90-R 도구는 체 인 심각도(GSI) 

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음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여 생들은 GSI 수가 0.65로 일반여성들의 

GSI 수 0.57보다 더 높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상자의 GSI 수는 1.69로 나타나 

Vazquez 등[28]의 연구결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한국과 스페인이라는 지역 인 차이  

학생들이 처해있는 사회·문화 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2014년 1월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률은 

8.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9], 학생들은 취업과 같은 장래문제에 한 고민이 

커졌으며, 이는 취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만의 문제가 아

니라 신입생 때부터 자신의 미래에 한 스트 스를 계

속 경험하고 있음을 반 한다[30]. 

둘째, 스트 스 처유형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련성

이 있었다. Endler와 Parker[31]에 따르면 스트 스에 

한 처기 은 과업 심 처, 정서 심 처, 회피 심 

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과업 심 처는 업무를 심

에 두고 상황을 조정하거나 안 인 해결책을 만드는 

략이고, 정서 심 처는 사람을 심에 두고 스트

스원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조 하기 해 노력하는 

략이며, 회피 심 처는 문제 심 이지도 정서 심

이지도 않은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스트 스 상황으

로부터 분리하여 거리를 두고자 하는 략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류  과업 심 처는 심리  기능을 높여 스

트 스 상황에 더 잘 응하도록 도와주고[32], 건강을 

증진하도록 도와 다[33]. 그러나 정서 심 처와 회피

심 처는 심리  부 응[32], 건강악화[33]와 련된

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스트 스 

처 유형  정서 심 처가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이 악

화되며, 회피 심 처가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Higgins와 Endler[32], Endler와 

Parker[33]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한 김별님

[34]의 연구에서 정서  회피 심 처가 증가할수록 학

업소진이 높아진다고 한 결과와 오은화[35]의 연구에서 

정서 심 처를 많이 할수록 심리  소진이 높아진다고 

한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자들은 생활스트 스 조차도 통제하기 힘든 

것으로 인식하여 과업 심 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선

행연구[36] 결과와 본 연구 상자들의 정신건강이 다른 

문화권의 학생보다 히 좋지 않았던 (GSI 1.69 



The influence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perceived stress, stress coping, perfectionism, and self 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63

vs 0.65)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한 사회 ·국가  차원의 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완벽주의를 자기 지향  완벽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살펴

볼 때 향력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높은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와 정신건강 악화는 상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가 청소년의 우울이나 망감과 같은 정신건

강 악화요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살행동의 강력한 

측인자가 된다는 선행연구결과[16,37]를 볼 때 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해행동과 련하여 완벽주

의와 생활 스트 스 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O’Connor 

등[38]이 완벽주의의 세 하 요인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이 높고, 자해행동을 많

이 나타낸다고 한 , 그리고 Hewitt과 Flett[15]이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지나치게 되면 무력감과 

망감을 느끼게 되며, “Psychache”(unbearable 

psychological pain)[39]을 가져오는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련이 있다고 한  등도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완벽주의의 세 하부 역 수가 

높은 사람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며, 이것

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본 으로 자신의 결

이나 실수, 실패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40]. 

완벽주의를 완벽주의 추구와 완벽주의  걱정으로 이

분법 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Stoeber와 Otto[41]에 따르

면 완벽주의 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한 기

이 높고, 완벽해지려는 자발 인 노력을 많이 하여 학

도 높고 성취동기도 높은 경향이 있어 심리  응을 잘 

하게 된다고 하 다. 완벽주의  걱정 성향을 가진 사람

은 개인의 기 와 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에 해 부정

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실수에 해 걱정하며, 사회 으

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들은 스트 스 상

황에서 사회  지지를 낮게 인식하여 쉽게 좌 하고 자

기비하 성향도 강해 우울과 같은 부 응을 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완벽주의는 

업무 유능성을 높이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등의 

정 인 측면과 함께 강박증이나 인 계 문제 등을 일

으켜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주는 부정 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는 다차원 인 개념으로 보이므로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 감과 정신건강 사이의 

향력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재 등[42]은 자아존 감이 낮으면 공격성 

수 이 높아지고, 신체  증상과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자아존 감과 정신건강 사이의 직

인 련성을 언 하 다. 자아존 감은 개인의 행동과 

응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하며[43], 생의 의미 는 삶의 의미와 유

의한 상 계가 있다[44]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학생들

의 자아존 감 증진을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의 스트 스 지

각을 이기 해서는 성격  특성의 일부인 사회성을 

강화하고 신체활동 증진 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

으며, 스트 스 처능력을 키우며, 자아존 감을 증진시

키기 한 노력이 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통한 응증진을 해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교육기 의 노력이 유기 일 필요가 

있다. 먼  학생 개인은 스트 스가 우울이나 자해행

동, 학업  수행능력 하, 인 계 단 과 같은 부정  

결과의 원인[45,46]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소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에 학생

의 정신건강 평가와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꽉 짜여 진 교

과과정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의 개인시간을 허용

해  수 있도록 해야 한다[28]. 한 교육자는 학 내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의 로그램을 알고 이를 학생들에

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학생 시기는 미래에 한 걱정과 과도한 학업량, 

래간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 스가 존재하는 시

기이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이 하되기 쉬운 시기이다. 

이러한 정신건강의 악화는 개인의 응에도 악 향을 미

치므로, 학생을 상으로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련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완벽주의,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6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Feb; 13(2): 257-266

학생의 정신건강은 지각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정

서 심 스트 스 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 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통한 응증진을 

해 학생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신체활동이나 자아존

감 증진을 한 교과과정 내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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