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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스트 스 마인드셋과 자기통제의 계에서

지각된 스트 스의 매개효과*

구 민 주 신 여 울 박 다 은†

충북 학교

본 연구는 스트 스의 향에 한 개인 신념을 일컫는 스트 스 마인드셋을 국내 학생

에게 최 로 용해 보고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력을 측하는 계에서 지각된 스

트 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 이 있다. 학생 159명을 상으로 스트 스 마인드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를 설문조사하고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스트 스 마인드셋이 높

을수록 지각된 스트 스는 낮고 자기통제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스트 스의

정 인 효과를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덜 느끼며, 이는 높은 자

기통제력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스트 스 마인드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에 한 이론 , 실질 함의 을 논의하 다.

주요어 : 학생, 스트 스 마인드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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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요한 발달 과업 하나는 자신의

감정 행동을 조 하고 통제하며 한 방

식으로 표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자기조

(self-regulation) 혹은 자기통제(self-control)로써1),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 하

는 것, 사회 맥락의 기 와 요구를 인식하

는 능력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포

함한다(McClelland et al., 2014; Mischel, 2014;

Woodward, Lu, Morris, & Healey, 2017).

자기통제는 생애 반에 걸쳐 삶의 여러

역에 향을 미친다(Mischel, Shoda, & Rodriguzez,

1989; 정진나, 2017). 가령, 3∼5세의 유아를

상으로 한 ‘마시멜로 실험’ (marshmallow

test)에서 즉각 인 만족보다 지연된 보상을

선택한 유아들은 청소년기에 학업성취도가 높

았고, 성인기에 심리 으로 더욱 건강했으며,

사회경제 지 가 높았다(Mischel, Shoda, &

Peake, 1988; Shoda, Mischel, & Peake, 1990;

Moffitt et al., 2011).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

로 한 연구 역시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일수

록 안정 인 친구 계를 형성하고 정서 으로

안정되며,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학업 성취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Mischel et al., 1988; Shoda et

al., 1990;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노 미, 최외선, 박인 , 2009).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 과

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자기통제력은

1) 자기조 (self-regulation)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하나, 체 으로 자기통제(self-control)

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혼란을 이고자 본 연

구에서도 자기조 과 자기통제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자기조 을 자기통제로 일 재명명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요하다. 특히, 학생들은 래, 가족을 포함

한 사회 계 변화와 학업 인 측면에서 많

은 도 을 경험한다(배옥 , 홍상욱, 2008; 주

은선, 수경, 2005). 동시에,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스스로 잘 해

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통제 능력은

학생들에게도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기통제 능력은 학업 성취를

넘어 안정 인 인 계, 정서 안정감 등을

측한다. 가령, 자기통제력이 뛰어난 학생

은 학 이 높고, 학교생활에 빠르게 응하며

(권재환, 이성주, 2013; 김진희, 2016), 자아존

감이 높고, 인 계 갈등상황에서 수

용 인 정서 반응과 정 인 처 능력을

발휘하 다(Finkel & Campbell, 2001; Gailliot,

Schmeichel, & Baumeister, 2006; Tangney et al.,

2004; 안세윤, 하창순, 2008). 반면 자기통제력

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낮고 인

계에서 공격 이고 충동 인 성향을 보 다.

더불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은 문제해결

력이 부족하고 사회 응 능력이 미숙하여 어

려움을 겪는 동시에(김용 , 2012; 안세윤, 하

창순, 2008), 학업을 단할 가능성이 높았다

(Baumeister, 2002).

자기통제력에는 성별 연령과 같은

생물학 요인(Duckworth & Seligman, 2006;

Silverman, 2003; Steinberg et al., 2008; 이성식,

2014; 이옥형, 2012) 이외에도 지각된 스트

스와 같은 심리 , 정신 요인도 향을 미

친다(Tangney et al., 2004). 특히, 외부환경이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과하여 심리 ․신체

안녕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스트 스(Lazarus & Folkman,

1984)는 자기통제력과 한 련이 있다. 가

령, 부모님의 이혼, 가장의 실직, 친인척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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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부정 인 생활 사건으로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기통제력이 하

되었다(Duckworth, Kim, & Tsukayma, 2013; Park

et al., 2018).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하는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통제

집단의 학생들보다 담배와 카페인 섭취는 많

은 반면 건강한 음식은 게 섭취하고 감정기

복이 커지는 등 자기조 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Oaten & Cheng, 2005). 국내 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 스와 자

기통제력 간의 부 인 계가 밝 진 바 있으

며(조한수, 2009), 높은 스트 스는 자기통제력

을 낮추어 학생활 응을 해한다는 연구

역시(고명주, 최보 , 2017; 김진희, 2016) 스트

스가 자기통제력을 하시킬 수 있음을 뒷

받침한다.

스트 스와 자기통제의 부 인 상 은 높은

스트 스를 호소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인기로의 발달 환

기에 있는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한

응, 불확실한 미래에 한 불안, 진로 설정

취업에 한 압박으로 높은 스트 스를 경험

한다(Roisman, Masten, Coatsworth, & Tellegen,

2004; 유계숙, 신동우, 2013;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이를 반 하듯 13∼24세의

45.0%가 반 인 생활 속에서 스트 스를 받

는다고 보고하 다(통계청, 2019).

하지만 동일한 스트 스원(stressor)에 노출되

었다 할지라도 개인마다 느끼는 지각된 스트

스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지

각된 스트 스는 스트 스원에 한 개인의

인지 평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Lazarus &

Folkman, 1984) 동일한 생활사건 속에서도 성

격, 처능력과 같은 개인 내 인 변인에 따

라 지각하는 스트 스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Gross, 1998; Lazarus & Folkman, 1984; 김

진희, 2016; 오혜진, 2013; 이인혜,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인 변인 스트 스

속성에 해 개인이 가지는 기본 인 신념을

뜻하는 스트 스 마인드셋이 학생들의 스트

스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향성에 주목하

고자 한다.

스트 스 마인드셋(Stress Mindset)이란 스트

스의 향력에 해 개인이 지닌 이다

(Crum, Salovey, & Achor, 2013). 스트 스 마인

드셋은 스트 스 경험을 통해 성장․발달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과 스트 스는 건

강을 해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

해야 한다고 믿는 퇴보 으로 나뉜다

(Crum et al., 20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트 스 마인드셋은

개인이 지닌 정서, 인지, 행동에 향을 미친

다. 스트 스에 해 퇴보 을 지닌 개

인의 경우, 스트 스를 보다 많이 느끼며, 불

안감과 우울감이 높지만 성취와 에 지,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Crum et al., 2013; Crum &

Lyddy, 2014). 더불어 스트 스에 한 신념이

정 인 학생은 스트 스 요인을 이

며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자

신이 극복 가능하며 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 다(Kilby & Sherman, 2016). 한, 스트

스를 부정 으로만 보는 학생들은 스트 스

에 해 성장 을 지닌 학생들에 비해

앞에서의 연설을 한 후 피드백을 덜 수

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Crum et al., 2013). 반

면, 스트 스에 해 성장 을 지닌 개

인은 학기 부정 인 생활사건을 경험한 후

자기통제력이 덜 낮아지고, 스트 스도 덜 느

으며(Park et al., 2018), 성장 을 지닌

직원은 업무가 과 한 상황에서 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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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세움으로써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하

다(Casper, Sonnentag, & Tremmel, 2017).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스트 스 마인드셋의

효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인

을 상으로 진행된 김 진(2015)의 연구에 따

르면 40 는 20․30 에 비해 스트 스에

한 성장 을 지니고 있으며, 스트 스에

한 성장 을 가질수록 지각된 스트

스는 낮고 자아탄력성은 높았다. 구민주와 동

료들(2018)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스트 스

마인드셋과 이직의도와의 계를 직무스트

스가 매개함을 보여주었다. 즉, 성장 을

지닌 보육교사일수록 직무스트 스를 덜 느끼

고, 이직의도가 더 낮은 것을 뜻한다. 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송보배(2019)의 연구에서는 스트 스 마인

드셋이 학업소진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스트 스 마인드셋이 학업성취에 직

인 향을 미치진 않지만, 학업소진을 낮추어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것이다.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트 스 마

인드셋이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 스 수 에

향을 미치며(Crum et al., 2013; Park et al.,

2018; 구민주 외, 2018; 김 진, 2015), 지각

된 스트 스가 자기통제에 향을 미친다는

(Duckworth et al., 2013; Park et al., 2018;

Tangney et al., 2004; 김진희, 2016; 송남옥,

2004; 신성만, 송용수, 오 성, 신정미, 2018)

선행연구를 토 로 스트 스 마인드셋이 지각

된 스트 스를 매개로 자기통제를 측할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비록 재까지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

제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부재

하지만, 스트 스에서 비롯되는 부정 인 정

서, 행동 반응을 조 하는 처 략(coping

strategy)이 스트 스 마인드셋 자기통제와

상 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 로 스트 스

마인드셋과 자기통제 간의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Forsythe & Compas, 1987; 박 호, 서

석, 2010; 유 주, 김호 , 2018). 스트 스 마

인드셋은 스트 스의 효과성에 한 근본 인

믿음과 신념이지만 처 략은 스트 스는 부

정 이라는 고정된 사고를 기반으로 스트 스

를 이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일컫

는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Penley,

Tomaka, & Wiebe, 2002). 두 변인 간에 앞서

언 한 바와 같은 개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트 스 마인드셋과 스트 스 처 략 간에

는 련성이 있다(Crum et al., 2013). 성장

의 스트 스 마인드셋은 문제 심의 극

인 처 략과 련이 있는 반면 퇴보

의 스트 스 마인드셋은 스트 스원을 회피

하거나 부정하는 회피 심의 스트 스 처

략과 련이 있다(Crum et al., 2013). 더불어

스트 스 처 략은 자기조 과도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 근 처 략은

자기통제력과 정 인 상 이 있으나 회피 심

처 략은 자기통제를 부 으로 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orsythe & Compas, 1987; 박

호, 서 석, 2010).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스트 스에 한 성장 마인드셋은 자

기통제를 정 으로 측하는 반면 퇴보 마

인드셋은 자기통제를 부 으로 측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스

트 스 마인드셋이 학생이 지각하는 스트

스 정도와 자기통제에 미치는 향에 해 알

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스트 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은 스트 스를 덜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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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장기 인 목표성취를 해 행동통제를 더

잘 하는 반면, 스트 스는 부정 이기에 피해

야 된다고 믿는 개인은 높은 스트 스를 경험

하며 자기통제력 역시 낮을 것으로 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

기통제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지각된 스트 스의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서의 응, 진로 취

업에 한 스트 스를 경험함과 동시에 부모

의 리 감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욕구

를 억제하고 조 해야 하는 학생을 상으

로 스트 스 마인드셋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

써 스트 스 마인드셋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학생들의 스트 스에 한 균형 잡힌 신념

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 스 마인

드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 간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

제에 미치는 향에서 지각된 스트 스의 매

개효과는 어떠한가?

스트 스

마인드셋
자기 통제

지각된

스트 스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C 학교의 학생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참여는 학생들에게 연

구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집하 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161명이었으며, 이 불성

실한 응답 2부(1.2%)를 제외하고, 총 159부

(98.8%)를 분석에 사용하 다. 참여자의 성별

은 여자 93명(58.5%), 남자 66명(41.5%)이었

으며, 학년은 1학년 47명(29.6%), 2학년 55명

(34.6%), 3학년 34명(21.4%), 4학년 23명(14.4%)

이었다. 공계열은 자연계열 77명(48.4%),

인문․사회계열 54명(34%), 사범계열 20명

(12.6%), ․체능계열 6명(3.8%), 의학계열 2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의 연

령은 18세에서 26세의 범 로 평균 20.95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차는 C 학 윤리 원회

의 심의를 통과하 다(201807-SB-659-01).

측정도구

스트 스 마인드셋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마인드셋(Stress

Mindset Measure)을 측정하고자 Crum과 동료들

(2013)이 개발하고, 김 진(2015)이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스트 스와

련된 징후, 증상, 불확실성, 생산성, 성장, 학

습, 기회, 수행에 한 개인의 신념이 측정되

는 총 8문항으로( :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

은 나의 수행과 생산성을 낮춘다.”) 5 리커

트(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부정 인

문항 4개는 역채 하여 평균으로 취합하 으

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에 한 성장

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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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85이다.

지각된 스트 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 스(Perceived

Stress Scale)를 측정하고자,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하고 Cohen과 Williamson

(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10문항으로 단축화

한 척도를 이정은(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 다. 측정 도구는 스트 스 사건이 아니라

스트 스를 얼마나 지각하는가의 여부이며,

총 10문항( : “나의 삶에서 요한 일들을 통

제할 수 없다고 느 다.”)의 5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4문항은 역채 하여 평균

으로 취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를 많이 느낀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이다.

자기통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Self-Control Scale)를

측정하고자, Tangney 등(2004)이 개발하고, 조

혜진(2010)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건강한 습 신뢰성을 측정하

는 9문항, 제 자기훈련을 측정하는 9문

항, 비충동성을 측정하는 8문항 등 총 26문항

( : “사람들은 내가 강인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의 5 리커트척도로 구성되

었다. 이 제 자기훈련과 비충동성의

항목 17개는 역채 하여 평균으로 취합하 으

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다고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PROCESS macro

(Hayes, 2013)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고

자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 으며, 조사도구

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둘째, 기술통계를 통하여 각 변인의 평

균값과 표 편차, 범 를 확인하 으며 스트

스 마인드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학생의 스트 스 마인드

셋과 자기통제와의 계에서 지각된 스트 스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한 방법으로 Baron

과 Kenny(1986)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 으로

분석하 다. 더불어 Baron과 Kenny(1986)가 제

시한 매개분석 검증단계 2단계, 즉 X와 Y

의 계성인 총 효과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매개 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Darlington & Hayes, 2017; Hayes, 2009; Hayes

& Rockwood, 2017; Rucker, Preacher, Tormala,

& Petty, 2011)를 토 로 간 효과의 유의성

을 따로 검증하 다. 간 효과의 유의성은

표본의 분포에 민감하지 않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Hayes, 2009)을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해 검증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계

연구 모형의 검증에 앞서 스트 스 마인드

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의 평균과 표

편차, 첨도와 왜도를 확인하여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

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측정 변인들의 왜

도와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의 경우

값 3이상, 첨도의 경우 값 10이상 일



구민주․신여울․박다은 / 학생의 스트 스 마인드셋과 자기통제의 계에서 지각된 스트 스의 매개효과

- 271 -

때 정규성 가정을 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Kline, 2005), 측정된 변인이 모두 정규성 가정

에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Pearson 상 분석을 통해 스트 스 마인드

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 간의 상 계

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스트 스

마인드셋과 지각된 스트 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나타나(r(157) = -.22,

p < .01), 스트 스의 정 인 효과를 인지

할수록 지각된 스트 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스트 스와 자기통제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나타났으며(r(157) =

-.63, p < .001), 이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Duckworth et al., 2013; Park et al., 2018), 지각

된 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학생의 스트 스 마인드셋과 자기통제에

서 지각된 스트 스의 매개효과

스트 스 마인드셋이 지각된 스트 스를 매

개로 자기통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매개분석 방법인 Baron과 Kenny(1986)의 차

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검증 1단계

에서는 스트 스 마인드셋이 매개변인인 지각

된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검증

2단계에서는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게 측하는지 측정하

다. 검증 3단계에서는 스트 스 마인드셋과

지각된 스트 스를 함께 투입하여 지각된 스

트 스가 자기통제를 유의미하게 측하는지

를 살펴보았으며, 간 효과의 유의성을 알아

보고자 PROCESS macro(Hayes, 2013)를 활용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 다. 이는 재추출된

표본 수 5,000개를 통해 95% 간 효과 계수의

신뢰구간을 확인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지 않을 시 간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스트 스

1 2 3

1. 스트 스 마인드셋 1 　 　

2. 지각된 스트 스 -.22** 1 　

3. 자기통제 .09 -.63*** 1

M 2.95 2.73 3.17

SD 0.63 0.59 0.56

왜도 0.06 0.23 0.16

첨도 -0.17 -0.30 0.03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계

(N=159)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Adj.R2) F

1 지각된 스트 스 스트 스 마인드셋 -0.20 (0.07) -0.22 -2.75** .05 (.04) 7.56**

2 자기통제 스트 스 마인드셋 0.08 (0.07) 0.09 1.16 .01 (.00) 1.36

3 자기통제 스트 스 마인드셋 -0.04 (0.06) -0.04 -0.69
.40 (.39) 50.17***

지각된 스트 스 -0.61 (0.06) -0.64 -9.91***

**p < .01, ***p < .001.

표 2. 스트 스 마인드셋과 자기통제의 계에서 지각된 스트 스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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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은 지각된 스트 스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쳤다(β = -0.22, p < .01). 2단계에서

스트 스 마인드셋은 자기통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β = 0.09, p = .25),

최근 들어서는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

는 총효과의 유의성을 매개효과의 제로 하

지 않는다는 을 고려해(Hayes, 2009; Preacher

& Hayes, 2004; Cohn, Fredrickson, Brown, Mikels,

& Conway, 2009; Park, Tsukayama, Goodwin,

Patrick, & Duckworth, 2017; Schmeichel & Vohs,

2009; Tsukayama, Duckworth, & Kim, 2013) 매

개분석을 계속 실시하 다. 3단계에서 스트

스 마인드셋과 지각된 스트 스를 동시에 투

입한 결과, 지각된 스트 스가 자기통제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64, p < .001). 더불어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향력은 여 히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β = -0.04, p = .49), 그

효과성 역시 2단계에 비해 어들었다.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향성이

2단계(β = 0.09)와 3단계(β = -0.04)에서 수치

으로는 어들긴 하 으나 이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간 효과를 확인하

다.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2, 상한값 .21로 이들 사이에 0이 포

함되지 않으므로,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

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 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

으로 지각된 스트 스를 낮추어 자기통제를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성별과 연

령이 자기통제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Duckworth & Seligman, 2006; Steinberg

et al., 2008),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여 매개분

석을 실시하 으나 경로들의 유의 수 은 변

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스트 스 마인드셋

이 지각된 스트 스를 통해 자기통제에 미치

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하

여 스트 스 마인드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

통제 간의 상 계를 확인하 고,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지각된 스트 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스트 스 마인드셋,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

스 마인드셋과 지각된 스트 스는 부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을 상으로 한

김 진(2015)의 연구에서 스트 스에 한 성

장 을 지닌 개인일수록 지각된 스트

Boot Boot 95% 신뢰구간

계수 SE LLCI ULCI

종속변인 : 자기통제 0.12 0.05 0.02 0.21

L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표 3. 스트 스 마인드셋과 자기통제의 계에서 지각된 스트 스의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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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낮으며, 퇴보 을 지닌 개인일수록

지각된 스트 스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의 부분

이 횡단 연구라는 에서 지각된 스트 스 자

체가 스트 스 마인드셋에 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생활 속

스트 스를 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트 스

가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횡단연구보다 변인들의

인과 계를 보다 가깝게 추론할 수 있는 종

단 연구와 실험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스

트 스가 스트 스 마인드셋에 향을 미치기

보다는 스트 스에 한 믿음이 지각된 스트

스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가령, 학

생(평균 연령 15세)을 상으로 한 8개월간의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기 의 스트 스

마인드셋은 학기 의 지각된 스트 스를 통

제하고도 학기말의 지각된 스트 스를 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8). 더불어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스트 스의 정 인 효

과에 한 동 상을 시청한 참가자들은 동

상을 시청하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지각된

스트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Crum et al.,

2013; Keech, Hagger, & Hamilton, in press) 스트

스 마인드셋이 지각된 스트 스의 선행요인

임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스트 스는 자기통제와도 부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느끼

는 스트 스정도가 높을수록 감정 충동

행동을 조 하는 능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동물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충격

과 같은 통제가 불가능한 스트 스는 뇌의 자

기 통제를 담당하는 두엽을 크게 손상시

킨다는 연구(Arnsten, 2009)와 스트 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충동성이 높아진다는 연

구(Duckworth et al., 2013) 지각된 스트 스

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연구(고명주, 최보 , 2017; 안세윤, 하창순,

2008)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자

기통제력이 낮은 개인일수록 스트 스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Blair & Raver, 2012;

Vazsonyi & Jiskrova, 2018)는 선행연구결과와

목시켜 생각해보면 지각된 스트 스와 자기통

제력 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가령, 요한 시험을 앞두고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통제력이 낮아져 시

험공부를 하는 신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

시 낮은 학 으로 이어져 더 높은 스트 스를

유발하고 자기통제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 스와 자

기통제의 부 인 계는 두 변인 간의 선순환

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 인 방안 모색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에 미

치는 향에서 지각된 스트 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

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각된

스트 스를 매개로 자기통제에 간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재까지는

스트 스 마인드셋의 효과성이 지각된 스트

스, 삶의 만족도, 소진과 같은 심리․정신 인

변인들을 심으로 밝 졌으나(Crum et al.,

2013; Ben-Avi, Toker, & Heller, 2018; 김 진,

2015),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스트 스 마인드

셋이 개인의 심리 인 응을 넘어 실제 삶과

행동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유사하게, 보육교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구민주 외, 2018) 스트 스 마

인드셋이 직무스트 스를 매개로 이직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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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으로 밝 졌다. 다시 말해 동일한

스트 스 상황 속에서도 스트 스를 통해 변

화․발 할 수 있다고 믿은 신념이 정신건강

행동 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스트 스를 부정 으로 인식하고 무조

건 스트 스 자체를 이려는 노력보다는 그

효과성에 한 근본 인식의 환이 필요함

을 나타낸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은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마인드셋과 자기통제간의 직 인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스트 스 마인드셋이 직 으로 자기통

제라는 행동 변인에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

지만, 자기통제에 기여하는 불안과 으로

인한 스트 스를 감소시키면서 감정과 행동조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지

능력에 한 마인드셋(theory of intelligence,

Dweck & Leggett, 1988; Dweck, 2008)이 노력에

한 평가(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도움 요청에 한 이해(Yeager & Dweck,

2012), 재도 의 의미(Hong Chiu, Dweck, Lin, &

Wan, 1999)등 학습과 련된 인지, 정서를 매

개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

사하다. 마인드셋이 어떠한 사건, 사람에 한

근본 인 이해와 신념이라는 에서 스트 스

마인드셋 역시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

기보다 인지, 정서, 생리 변인을 매개로 행

동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 사료된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들 46.2%가 반 인 생활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며, 13∼19세보다는 20∼24세가

반 인 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 스트

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 다. 학생

들의 스트 스는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부 응을 측하며(Segrin, Hanzal, Donnerstein,

Taylor, & Domschke, 2007), 삶의 만족도와 심리

안녕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김종운,

김남희, 2018; 김나미, 김신섭, 2013). 이는 스

트 스 마인드셋이 지각된 스트 스를 통해

자기통제력에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

에 비추어 볼 때, 스트 스는 부정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스트 스의 정성을 강조하

는 개입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 스

를 낮추고 자기통제 실패에서 비롯되는 다양

한 심리 , 행동 문제를 일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Ben-Avi et al., 2018;

Crum et al., 2013; Keech et al., in press), 스트

스의 정 효과를 설명하는 동 상을 시청

하거나 과거에 스트 스를 통해 성장, 발 했

던 경험을 떠올려보게 하는 등 간단한 처치만

으로도 스트 스 마인드셋을 변화 시킬 수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의 실정

에 맞는 개입 방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는 방안에 해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

생을 상으로 편의 표집이 이루어져, 후속연

구에서는 다양한 유형( 공 계열별, 학년별

등)의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학생

보다는 환경의 변화가 많은 학년(신입) 학

생이나 진로 스트 스가 높다고 밝 진 고학

년 학생( 자, 김세진, 1999), 학생활에

부 응을 호소하는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 마인드셋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향을 검

증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 은 수의 참

가자를 상으로 모든 변인들을 한 번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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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측정하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후

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가자를 상으로 변

인을 측정하고 측정오차 구조오차를 일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

구 결과를 반복검증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시

간 차이를 두고 조사하는 종단 연구방법

혹은 무작 할당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 계에 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므로 응답자가 솔

직하게 보고하지 않고 방어 이거나 사회

으로 바람직한 태도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후속연구에는 자기보고식 설문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생리학 방법, 행동

측정법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를 들어, 스트 스 정도를 스트 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측정하여 수치화 할 수

있고, 자기통제를 어른들의 마시멜로 테스트

버 인 성실성과제(Diligence Task, Galla et al.,

2014)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자기통제력은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

르기까지 삶의 반에 지 한 향을 미친다.

다른 성격 요인과 마찬가지로 자기통제력은

외부의 개입이나 사건 없이는 안정 인 특성

을 가지지만, 동시에 변화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에서 높은 스트 스와 자기통제 문제를 경

험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스트 스에 한

근본 인 믿음과 지각된 스트 스, 자기통제

의 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

교 장에서 용 가능한 스트 스 마인드셋

개입 로그램의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

용되어 학생의 응과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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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tress mindset on perceived stress and

self-control in college students

Minju Koo Yeoul Shin Daeun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examined predictive validity of stress mindset-the beliefs about the effects of

stress-on perceived stress and self-control in college students. To do so, 159 college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on stress mindset, perceived stress, and self-control.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mpared to students who believed stress can be utilized, those who believed stress is strictly harmful

tended to experience higher level of stress, which, in turn, predicted lower self-contro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anging college students ’ stress mindset may be a good way to help them to thrive

mentally and behavi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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