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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일개 학생의 우울수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과 련된 스트 스

요인들의 융복합 련성을 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학의 재학생 304명에 하여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계 다 회귀분석 결과, 취업스트 스(CMI:

Conell Medical Index)가 높은 군에서, 학업소진(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이 높은 군에서, 불

안(BAI: Beck Anxiety Inventory)이 높은 군에서 우울수 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0.7%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학생의 우울수 을 낮추기 해서는 취업스트 스를 낮추고, 학업소진을 낮추고, 불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우울수 을 낮추는 학업 상담 지도, 취업상담, 심리 정서 안정을 한 다양한 재 노력

에 활용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학생의 우울수 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들에 한 구조모형의 제시 분석

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 련성, 학생, 우울,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nvergent relationship of stress factors related to the depression level(CES-D) 

of a college student. The questionnaire was used using an unregiste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304 

students from a college located in J area from Nov. 12, 2018 to Dec. 14, 2018.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depression level of responden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following 

groups: a group in which job seeking stress(CMI) is higher, a group in which academic burnout(MBI-SS) is higher, 

a group in which anxiety(BAI) are higher. The results show explanatory power of 60.7%.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efforts, to decrease job seeking stress, to decrease academic burnout and, to decrease anxiety, are 

required to decrease the depres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in various 

interventional efforts for academic counseling and guidance, job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that lowers the depres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Following studies requires the presentation and analysis 

of structural models for the structural model that effects the depres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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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우울은 개인의 기 치와 실의 차이로 인한 근심, 침

울, 상실, 무가치감 무력감등이자신을부정 으로인

식하게 하는것을가리킨다[1]. 우울은 심리 정서 문

제를 일으켜, 심 의욕 하와 동기 사고과정 등

의 정신 인 기능의 부 과 일상생활을 하는 신체

인 활동에서도 불필요한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으며[2,3],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개인 인 문제이면서, 주변 사람

환경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4]. 우울은 학생에게서 학업에 한

집 몰입을 낮추고, 졸업 후 진로에 한 자신감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실에 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서, 학생의 심리 정서 측면의 정신건강과 청

년기의 육체 인성장, 변화 완결을 한 신체 건강

에서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5].

학생 시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를 수용하기

하여 공분야의 학업부담 학업량의증가를 능동

으로 수용하고, 장 심의 실무능력을 갖추기 한 자

격 면허자격의 취득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나날

이 높아지고 있는 취업 장벽 등의 지식경쟁사회가 필연

으로 발생시키는 실 인 압박에 둘러싸여 있다[6,7].

한 학생은 성년 기에 요구되는 사회성의 성장을

한 인지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타인을 배려하고

동하는 인 계 기술의 습득, 미래 문직업인으로서

토 를 조성해나가야 하는 환기의 기로가주는 다양한

심리 신체 인 긴장상태에 처해 있다[8].

학생은 사회 년생이 되기 한 단계에서 직장

인이 되기 한 공학습, 복수 공학습, 공실습, 교양

학습, 직업인성, 진로선택, 사회진출 련 분야의 사,

자기소개서 작성 면 법 습득직업박람회 인턴사원

등 다양한취업 비 구직활동에 참여하고있다[8]. 하

지만, 국가 간통상마찰의심화, 국제 인경제활동의경

쟁력 심화,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인구의 고령화 등

으로 취업 여건이 악화되어, 취업경쟁의 증 , 고용불안

확 청년실업자의 증가 등으로인한 취업스트 스가

원인이 되는 진로문제를 겪고 있다[6]. 이 듯 가까운 시

기에 사회의 주역으로 진출하게 되는청년기의 학생은

선배세 가 흔하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형태의 기에

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심리 정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학생은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는

실에서, 공 공인 어에서 좋은 성 을 성취하기

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없는 실정이다. 학생의 학업

에 한 압박은 과하지 않는 경우, 학습동기 학습의지

에 한 동기부여 등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심

할 경우에는 긴장이나 부 응의 심리상태를 일으켜 심리

인 불안을유발 할수 있다[9]. 학업과 련된 스트 스

로 신체 으로 지치고, 학업에 해 무능감과 냉담을 느

끼며, 학업수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학업소진으

로 이어지게 된다[9]. 취업에 한 불확실성은 학생에

게 과도한 학업으로인해 피로감, 좌 감, 학업에 한 거

리감, 스트 스, 정신 소모감, 무력감 냉소 인 태도

등을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매하여 신체 , 정서

정신 고갈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8].

학생의 취업 학업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어떤 목

이나 상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 인 상황에

직면하여 히 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심리

정서 불안에 한 탄력 인 방어를 힘들게 할 수 있고

[10], 불안은 소외, 외로움 등의 감정을 수반하여 심각한

심리 장애의 정도를 높이고 한 사회기술의 습득을

해함으로써 무력감, 무 심, 의욕 하등의 우울상태를

심화시켜, 정상 인 정신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개인 이고 환경 인 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은 취업여건의 변화, 청년실업 문제의 악화,

공 어 등의학업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미래의불

확실성과 불안감의 확 등의 심리 으로 이 되고

정서 으로 불안정한 부정 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6,8,9], 이는 개인의 기 치와 실의 차이가 야기 시키

는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감, 근심, 침울감, 무 심 무

의욕 등의 정신 문제인 우울수 에 향을미칠 수있

어서, 우울 수 을 낮추기 한 련요인들은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 결과, 학생은성격, 가정환경, 학업, 학교환

경 취업불안등의 취업스트 스가 학업소진에 향을

주어 학업에 한 탈진, 냉담 무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9], 학생의 취업스트 스는우울 수 의 주

요 향요인임을 제언하 으며[11,12], 여 생의 우울 수

과 취업스트 스의 련성을 제시하 다[6,8]. 보건계

열 여 생은 취업스트 스를 낮추어 우울 수 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제언하 고[2,5], 불안과 우울의 높은 련

성을 시사하 으며[13], 학생의 취업스트 스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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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10].

여학생군의 학업스트 스 불안은 우울에 향을 미친

다는 을 밝혔다[14,15]. 이와 같이기존연구들은 취업스

트 스 학업스트 스를 리하여 불안을낮추고 우울

수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고 있으며, 학생의 우울 수 을 낮추기 해서는 취업

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을 리하는 재 개입 노

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우울 문제를 다

루는 기존연구는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 등의

개개 요인들과 우울의 연 성 련성을 보고하고 있

으나, 이들 요인들이 학생의 우울문제에 미치는 융복

합 인 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생의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

우울 수 간의 융복합 인 련성을 악하 다. 불확실

한 취업여건과 증가하는 학업부담 이로 인한 불안감

의 증 가 야기하는 우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의 우울 수 을 완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결과는학업 상담 지도,

취업상담, 심리 정서 안정을 한 다양한 재

개입 노력에 활용이 기 된다.

2. 연

2.1 조사대상

일개 학생의 스트 스 요인과 우울수 의 련성을

분석하기 한 정 표본수의 산출은 G*Power 3.1 로

그램[16]을 이용하 다. t-test, ANOVA 다 회귀분

석에서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여 검

정력을 분석하 을 때, F기각역 1.54, 최소 필요 표본수

249명로 산출되었다. 조사 상은 부실응답 등을 고려하

여 정 표본수 보다 많은 400명으로 하 다. J지역소재

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무작 로 400명의 학생을 추

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338명의 설문지가 회수

하 으며(84.5%), 응답이 부실한 34명의 설문지를 제외

하고 304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

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으며, 연구윤리를

지키기 하여, 조사원이 학을 직 방문하여 설문조

사의 취지 내용, 자료보호방법, 거부에 한 권리

설문지 작성법 등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장에

서 자계식(self enumeration method)으로 작성하도록 하

여 즉시 회수하 다.

2.2 조사도

조사는 일반 특성으로 23문항, 취업스트 스 22문

항, 학업소진 15문항, 불안 21문항 우울 20문항으로 하

다. 단 이 없는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은 앙

값을 기 으로 「낮은군」과 「높은군」으로 구분하여

t-test에서 우울을 비교하 다.

일반 특성은 성별, 만 연령(세), 체질량지수(체

(kg)/신장(m)2), 종교유무, 집안의 경제사정(좋은, 어려

움), 부모와의 화정도(자주함, 거의 하지 않음), 부모의

양육태도(허용 , 엄함), 가정의분 기(좋음, 나쁨), 가정

생활만족도(만족, 불만족), 학교성 (상, , 하), 교수와

의 계(좋음, 나쁨), 친구와의 계(좋음, 나쁨), 따돌림

이나 폭력 경험(없음, 있음), 학교생활만족도(만족, 불만

족), 음주 여부(비음주, 음주), 흡연 여부(비흡연, 흡연),

규칙 식사 여부(함, 안함) 규칙 운동시행 여부(함,

안함), 하루평균수면시간, 취미 여가생활(충분, 불충

분), 주 인 건강상태(좋음, 좋지 않음)를 조사하 다.

취업스트 스의 측정은 코넬 학의 스트 스측정법

인 Cornell Medical Index(CMI)[17]를 수정한 취업스트

스 검사 22문항[18]을 사용하 다. 이 척도의 하 역

은 성격스트 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 스 5문항, 학업스

트 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 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

스 3문항으로 구성된다. 수의 범 는 22 에서 110

까지이며, 높은 수 일수록 취업스트 스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내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기존조사에서 .782에서 .876이었고[18], 본 조사는 .958이

었다.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19]의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MBI-SS)를 토 로, 번안

보완하여 타당화을 검증한 학업소진 척도 15문항[20]을

사용하 다. 이 척도의 하 역은 탈진 5문항, 냉담 4문

항, 무능감 6문항으로 구성된다. 수의 범 는 15 에서

75 까지이며, 높은 수 일수록 학업소진이 높음을 의

미한다. 내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기존

조사에서 .810에서 .900이었고[20], 본 조사는 .898이었다.

불안은 Beck 등[21]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인 Beck

Anxiety Inventory(BAI)를 한국 으로 번안하고 타당도

가 입증된불안 측정도구 21문항[22,23]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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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범 는 0 에서 63 까지이며, 높은 수일수록 불

안이 높음을의미한다. 단 (cutoff points)은 BAI 총

이 21 이하인 군을「건강 군｣, 22 에서 26 까지를

「불안상태 군｣, 27 에서 31 까지를 「심한 불안상태

군｣, 32 이상을 「극심한 불안상태 군」으로 구분하여

ANOVA에서 우울을 비교하 다. 내 신뢰도를 나타내

는 Cronbach’s α값은 기존조사에서 .930이었고[23], 본 조

사는 .936이었다.

우울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CES-D[24]

의 한국 20문항[25]을 사용하 다. 수의 범 는 0

에서 60 까지이며, 높은 수 일수록 우울 수 이 높음

을 의미한다. 단 은 CES-D 총 이 16 미만을 「정

상군」, 16 에서 24 까지를 「경도 우울군」, 25 이

상을 「우울군」으로 구분한다[25]. 내 신뢰도를 나타

내는 Cronbach’s α값은 기존조사에서 .910이었고[25], 본

조사는 .916이었다.

2.3 료처리

통계분석은 SPSS/WIN 23.0 Program을 사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에 따른 우울의 비교는 t-test ANOVA로 검정하

다. 이때 통제변수에서 연속형 값을 갖는 항목은 값의

분포 기존 연구[6]의 단 을 참고하여, 만연령은 20

세, 체질량지수는 체 , 정상, 과체 비만, 수면은

7시간 미만, 7시간에서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으로 구분

하여 범주형으로 변환하 다. 우울에 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향력을 악하기 하여 단변량 분석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

변수로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우울에 유의한 범주형 변수들은 가변수(dummy)로 변환

하여 사용하 으며, 가변수화 한 변수들은 성별, 부모와

의 화정도, 가정의 분 기,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성 ,

친구와의 계, 학교생활만족도, 취미 여가생활, 주

인 건강상태이었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은 p<.05

로 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별 우울 수

Table 1에서 조사 상자의 우울 수 은 0 에서 60

의 범 에서 평균 14.75±10.56이었다. 일반 특성별 우

울은 여성군, 연령이 낮은군, 부모와의 화를 거의 하지

않는군, 가정의 분 기가 나쁜군, 가정생활만족도가 불만

족군, 학교성 이 나쁜군, 친구와의 계가 나쁜군, 학교

생활만족도가 불만족군, 하루평균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

군, 취미 여가생활 불충분군, 주 건강상태가 나쁜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체질량지수, 종교유무, 집

안의 경제사정,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와의 계, 따돌림

이나 폭력 경험, 음주 여부, 흡연 여부, 규칙 식사 여부,

규칙 운동시행 여부는 우울 수 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Variables N(%)
Depression(CES-D)

Mean±SD
Sex
Male 68(22.4) 11.85±8.24
Female 236(77.6) 15.59±11.01
t(p-value) -3.038(.003)

Age(yrs)
<21 185(60.9) 15.79±10.82
21≦ 119(39.1) 14.14±9.98
t(p-value) 2.145(.033)

Conversations with parent
Often 269(88.5) 14.21±10.06
Almost never 35(11.5) 18.97±13.22

t(p-value) -2.058(.046)
Home atmosphere
Good 288(94.7) 14.24±10.05
Bad 16(5.3) 23.94±14.98

t(p-value) -2.557(.021)
Family life satisfaction
Satisfied 283(93.1) 14.19±10.23
Dissatisfied 21(6.9) 22.29±12.24

t(p-value) -3.449(.001)
School record
Good 69(22.7) 12.77±10.73
Medium 194(63.8) 14.69±10.19
Bad 41(13.5) 18.39±11.27
F(p-value) 3.721(.025)

Relationship with the friend
Good 294(96.7) 14.47±10.51
Bad 10(3.3) 23.00±8.99

t(p-value) -2.534(.012)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269(88.5) 13.81±9.87
Dissatisfied 35(11.5) 22.00±12.84
t(p-value) -3.636(.001)

Sleeping time(hr)
<7 158(52.0) 16.16±11.03
7-8 85(28.0) 12.88±9.04
8≦ 61(20.1) 13.71±10.90
F(p-value) 3.088(.047)

Hobbies & leisure life
Enough 166(54.6) 12.96±9.87
Not enough 138(45.4) 16.91±10.99
t(p-value) -3.305(.00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19(72.0) 12.63±8.94
Bad 85(28.0) 20.22±12.35
t(p-value) -5.166(<.001)

Total 304(100.0) 14.75±10.56

Table 1. Depression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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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업스트레스, 학업 진  안에 따  우울 수

Table 2는 조사 상자의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에 따른 우울 수 을 비교하 다. 우울 수 은 취업

스트 스가 높은군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하 역의 성

격스트 스, 가족환경스트 스, 학업스트 스, 학교환경

스트 스 취업불안스트 스가 높은군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우울 수 은 학업소진이 높은군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하 역의 탈진, 냉담 무능감이

높은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 우울수 은 불안이 높

은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Total score) N(%) Depression(CES-D)
Mean±SD

Total Job seeking stress(CMI)
Low group§ 152(50.0) 10.63±8.03
High group 152(50.0) 18.88±11.18
t(p-value) -7.397(<.001)

Personality stress
Low group 167(54.9) 10.57±7.85
High group 137(45.1) 19.85±11.20
t(p-value) -8.192(<.001)

Home environment stress
Low group 143(47.0) 11.43±8.37
High group 161(53.0) 17.70±11.42
t(p-value) -5.499(<.001)

Schoolwork stress
Low group 150(49.3) 11.35±8.76
High group 154(50.7) 18.07±11.12
t(p-value) -5.853(<.001)

School environment stress
Low group 152(50.0) 11.60±9.41
High group 152(50.0) 17.91±10.73
t(p-value) -5.450(<.001)

Unstable job stress
Low group 195(64.1) 12.00±8.68
High group 109(35.9) 19.68±11.80
t(p-value) -5.953(<.001)

Total Academic burnout(MBI-SS)
Low group 156(51.3) 10.76±8.56
High group 148(48.7) 18.96±10.86
t(p-value) -7.285(<.001)

Exhaustion
Low group 141(46.4) 11.15±8.58
High group 163(53.6) 17.87±11.13
t(p-value) -5.938(<.001)

Cynicism
Low group 142(46.7) 10.93±8.96
High group 162(53.3) 18.11±10.74
t(p-value) -6.349(<.001)

Inefficacy
Low group 152(50.0) 11.93±8.83
High group 152(50.0) 17.57±11.39
t(p-value) -4.823(<.001)

Anxiety(BAI)∥

Normal 273(89.8) 13.02±8.90
Mild anxiety 12(3.9) 27.67±9.08
Moderate anxiety 8(2.6) 25.50±14.41
Severe anxiety 11(3.6) 35.82±11.20
F(p-value) 34.283(<.001)

Total 304(100.0) 14.75±10.56
§ : Low and high group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 Anxiet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rmal(<22 of BAI score),
mile anxiety(22≦ BAI score ≦26), moderate anxiety(27≦ BAI score
≦31) and severe anxiety(32≦ of BAI score).

Table 2. Depression level according to job seeking

stress(CMI), academic burnout(MBI-SS) 

and anxiety(BAI)

3.3 우울 수 에 향  미 는 

Table 3에서는 조사 상자의 우울 수 에 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기 하여 4개의 모

델에 한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델Ⅰ은

일반 특성을 회귀모델에 투입한 결과 여성이, 친구와

의 계가 나쁜군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군이, 수면시

간이 짧은군이, 취미 여가생활이 불충분한군이, 주

건강상태가 나쁜군이 우울 수 이 높았으며, 설명력

은 23.4%로 나타났다. 모델Ⅱ에는 모델Ⅰ에 투입된 변수

에 취업스트 스를 투입한 결과, 취업스트 스의 하

역인 성격스트 스 가족환경스트 스가 높은군이 우

울 수 이 높았으며, 모델Ⅱ에 투입된 변수들로 40.2%의

설명력을 보 다. 모델Ⅲ에는 모델Ⅱ에 투입된 변수에

학업소진을 투입한 결과 학업소진의 하 역인 탈진

무능감이 높은군이 우울 수 이 높았으며, 모델Ⅲ에 투

입된 변수들로 투입된 변수들로우울 수 을 44.8% 설명

할 수 있었다. 모델Ⅳ에는 모델Ⅲ에 투입된 변수에 불안

을 투입한 결과 불안이 높은군이 우울이 높았으며, 모델

Ⅳ에 투입된 변수들로 우울 수 을 60.7% 설명할 수 있

었다. 의모델에서보면취업스트 스가추가되어16.8%,

불안이 추가되어 16.0%, 학업소진이추가되어 4.5%의 설

명력을 증가시켜 우울 수 에 취업스트 스, 불안, 학업

소진의 순으로 높은 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회

귀모형을 검토한 결과, 변량확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 이상이면 다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연구에서 VIF는 1.103∼4.574로 다 공선성

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2.045를 나타내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 다.

4. 고찰

일개 학생의 우울 수는 0 에서 60 의 범 에서

평균 14.75±10.56이었으며, 기존연구의 12.63±10.75[14]보

다 높은 수 으로 이는 학생의 취업스트 스 이에

따른 학업압박이 우울 수 을 가 하는 것으로 단되었

다. 이러한 은 학생의 우울 수 이 시 히 리되어

져야 할 문제임을 시사하 다. 일반 특성에서 학생

의 우울수 은 체질량지수, 종교유무, 집안의 경제사정,

부모의 양육태도, 공학과, 교수와의 계, 따돌림이나

폭력 경험, 음주 여부, 흡연여부, 규칙 식사여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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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행 여부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연령, 부모와

의 화, 가정의 분 기,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성 , 친구

와의 계, 학교생활만족도, 하루평균수면시간, 취미

여가생활, 주 건강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남 생보다는 여 생의 우울 수 이 높다는 결과[10,11]

는 본 조사에서도 유사하 다. 연령이 낮은군의 우울 수

이 높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연령과 우울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던 기존조사[11]와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연

령에 있어서 우울 수 의 차이를 볼 때, 연령이 낮은 여

생의 우울 수 을 낮추기 한 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부모와의 화를 거의 하지 않는군,

가정의 분 기가 나쁜군, 가정생활만족도가불만족군, 학

교생활만족도가 불만족군의 우울 수 이 높다는 결과는

기존조사의 보고[2,11]를 유사하게 확인하 다. 이는

학생의 우울 수 을 낮추기 해서는 소속 학의 문

인 재와 가족의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

되었다. 학교성 이 낮은군의 우울수 이 높다는 기존조

사의 결과[2,11]는 본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성

리가 우울 수 을 낮추기 한 요 요인으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다. 하루평균수면시간이 7시

간 미만군, 취미 여가생활 불충분군, 주 건강상태

가 나쁜군이 우울 수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기존연구의 보고[2,11]와 유사하 다. 취미, 여가생활,

수면 건강은 학생의 우울 수 에 한 련성이

나타나, 학생의 우울을 완하하기 한 상담에서 생활

의 여유와 건강 리에 집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그 외 학생의 우울 수 과 유의한 차이를 보

던 기존 연구[2,11]의 학년, 음주, 흡연, 운동, 집안의 경

제사정 등은 본 조사에서는 우울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의 가족 계, 가정생활,

친구 계, 성 , 학교생활, 수면시간, 생활의 여유 건

강 요인의 리를 통하여 우울 수 을 완화하는 상담의

자료의 개발과 재 노력이 시 한 것으로 단되었다.

취업스트 스가 높은군의 우울수 이 높다는 기존연

구의 보고[2,5,6,8,11,12]와 본 조사는유사하 고, 이는 개

인이 학생의 취업경쟁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민감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B t B t B t B t

Sex§ 3.140 2.351* 2.407 1.977* 1.788 1.507 1.386 1.382

Age(yrs) -.081 -.358 -.114 -.549 -.049 -.244 .036 .210

Conversations with parent§ 2.196 1.187 2.263 1.368 1.874 1.169 .964 .710

Home atmosphere§ 3.657 1.190 4.456 1.607 3.275 1.215 1.965 .862

Family life satisfaction§ 2.705 1.007 3.803 1.566 3.536 1.504 1.908 .958

School record§ 2.114 1.571 .933 .762 -.086 -.071 .507 .494

Relationship with the friend§ 7.882 2.474* 6.384 2.117* 6.017 2.058* 6.132 2.483*

School life satisfaction§ 5.078 2.813** 2.469 1.504 1.255 .781 1.463 1.078

Sleeping time(hr) -.912 -2.173* -.773 -2.060* -.677 -1.851 -.509 -1.647

Hobbies & leisure life§ 2.437 2.117* 1.504 1.437 1.530 1.508 .939 1.093

Subjective health status§ 5.124 4.018** 4.580 4.001** 3.995 3.574** 1.570 1.616

Job Seeking Stress
Personality stress

1.187 5.608** 1.000 4.619** .569 3.042**

Home environment stress -.398 -1.991* -.248 -1.260 -.450 -2.687**

Schoolwork stress .308 1.334 .149 .658 .253 1.320

School environment stress -.322 -1.187 -.220 -.836 -.213 -.956

Unstable job stress -.055 -.124 -.168 -.388 .161 .437

Academic Burnout
Exhaustion

.276 2.073* .189 1.679

Cynicism .100 .613 .177 1.277

Inefficacy .389 3.496** .262 2.765**

Anxiety .529 10.723**

Constant 14.294 7.986 -1.978 -2.779

F 8.119 12.070 12.114 21.876

R2 .234 .402 .448 .607

R2 change .234 .168 .045 .160

Adjusted R2 .205 .369 .411 .579

VIF min=1.103, max=4.574 Durbin Watson=2.045

§ : Dummy Variable, * : p<.05, ** : p<.01.

Table 3.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depression level(C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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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응하여 걱정, 조, 불안, 신경과민, 가족환경, 학

교환경 취업불안의 취업스트 스가 기 와 실의 괴

리를 심화하고 자신의 부정 면을 부각시켜 우울 수

을 높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학업소진과 우울수 의

련성[14,15]은 본 조사의 분석에서도 확인하 고, 과도

한 학업부담으로 신체 으로 지치고, 학업에 해 무능

감과 냉담을 느끼며, 학업수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경험

하고 긴장이나 부 응의 심리상태가 일으키는 학업소진

이 우울 문제를 연계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불안과 우

울의 높은 련성[10,13]은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유사하

게 확인하 다. 불확실한 상황에 하게 응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심리 정서 불안은 우울 수 과 연계

되는 것으로 보 다. 취업여건, 학업부담 스트 스가 이

끄는 불안이 높아지는 학생의 집단특성이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을 높이고 불안을 연계하여 우울 수 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학생의 우울 수 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기 하여 4개의 모델에 한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Ⅰ의 일반 특성에서

는 여성의, 친구와의 계가 나쁜군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군의, 수면시간이 짧은군의, 취미 여가생활이 불

충분한군의, 주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군의

우울 수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델 Ⅱ의 취업스트

스 특성에서는 취업스트 스의 하 역인 성격스트

스 가족환경스트 스가 높은군의 우울수 이 유의하

게 높았으며, 모델 Ⅲ의 학업소진 특성에서는 학업소진

의 하 역인 탈진 무능감이 높은군의 우울 수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모델 Ⅳ의 불안 특성에서는 불안이

높은군의 우울 수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들 체 변

수의 설명력은 60.7%이었다. 특히 모델에서는 취업스

트 스가 추가되어 16.8%, 불안이 추가되어 16%, 학업소

진이 추가되어 4.5%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학업소진보다

취업스트 스 불안이 우울 수 과 련성이 다소 높

게 나타나 학생의 우울 수 은 취업스트 스, 불안, 학

업소진의 순으로 높은 련성이 나타났다. 취업스트 스

가 높은군의[2,5,11,12]. 학업소진이 높은군의[14,15], 불안

이 높은군의[10,13], 우울 수 이 높다는 기존조사의 개별

요인들에 한 분석은 본 조사에서도유사하게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 상인 학생의 우울

수 에 한 심과 완화를 한 노력을 해서는 취업

스트 스, 불안, 학업소진의 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 우울과 련성

을 보인 요인인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의 리

는 학생의 우울문제에서 방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

로 사료되었다. 학생의 우울 수 을 낮추기 해서는

취업스트 스에서 취업에 한 걱정, 불안 민감도를

완화하도록 개입하고, 가족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재하

는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학업소진에서는

학업스트 스 심신의 고갈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학

업에 한 태도, 흥미 성취에 한 자신감 등

을 높이도록 도와 수 있는 심리 지원과 상담 리를

통하여 학생의우울수 을낮춰 볼수 있는것으로보

다. 한 험하지 않거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에서도 긴장하고 험이 임박한 것 같이 불편해 하는 불

안을 조기에 악하고 지속 으로 리하는 학의 지원

체계와 문가에 의한 개입을 재하는 노력이 학생의

우울 수 을 낮출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학생을 상으로 한 소규모 표본의

횡단면 조사이므로 이 결과를 체 학생에게 확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취

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 우울 수 등의 측정은 응

답자의 주 인 자기기입식방법에 의존하여 측정하

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본 연구는 학생의 우울수

과 련된 개별 요인들을 융복합하여 취업스트 스, 학

업소진 불안과 우울 수 간의 련성을 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단 이

없는 척도를 범주화할 때,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이나 양성 음성 측도를 고려하

는 방법으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분석이 필요하다.

우울문제에 한 인구학 특성에서도 공별, 학년별,

종교의 유무 등등 다양한 추가요인에 한 분석이 필요

하다. 한 최근 우울 수 과 련성을 보이는 스마트폰

독[26,27] 등의 추가요인 학생의 우울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호 계와 상 인 요도를 설

명하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과 우울 수 의 련성을 검토하 다.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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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소

재 학에서 무작 추출된 학생 304명에 한 설문조

사를 분석하 다.

학생의 우울 수 은 여성군, 연령이 낮은군, 부모와

의 화를거의 하지 않는군, 가정의 분 기가나쁜군, 가

정생활만족도가 불만족군, 학교성 이 나쁜군, 친구와의

계가 나쁜군, 학교생활만족도가 불만족군, 하루평균수

면시간이 7시간 미만군, 취미 여가생활 불충분군, 주

건강상태가 나쁜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계 다

회귀분석에서 학생은 취업스트 스가 높은군, 학업

소진이 높은군, 불안이 높은군의 우울 수 이 높았으며,

이들 체 변수의 설명력은 60.7%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 수 에 향을 미치는 취업스트 스, 학업소진

불안의 융복합 인 요인에 한 자원의 지원 개입 방

안을 마련하여 학생의 우울을 낮추는 학업 상담 지

도, 취업상담, 심리 정서 안정을 한 다양한

재 노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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