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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anxiety 
based on existing prior study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betwee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anxiety, and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nxiety and the analysis result are as follows. The first result 
shows that self-efficacy and self-esteem negatively affect employment anxiety. Second, 
academic stress has not played a role of moder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employment anxiety. As academic stress increases, employment anxiety increases. However,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academic stress can be an independent 
variable that explains employment anxiety. Finally, academic stress plays a role of moder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nxiety. This means that students with 
relatively high self-esteem are less likely to have employment anxiety than those who do not, 
and that increasing academic stress increases the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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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리즘과 취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한 대학생의 취업난과 취업 불안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8월 통계

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은 1

년 전 같은 시점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0.9%를 나타났으며, 실업자 수는 1년 전보

다 13만 4000명늘어 113만 3000명이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전국의 대학생 3천 29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대졸 신규채

용이 어렵거나 비슷하다는 답변이 77.2%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취업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올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

20∼3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미래일자리와새로운일자리에대한관

심은 높은 반면 이를 위한 준비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공에 관한 학업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과

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

력을 쏟게 된다. 이로부터 현재 대학생들은

최근 취업 환경에서 상당한 취업 불안감을

경험하고있을가능성이크고, 이를위한준

비활동, 즉 학업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Bandura (1986)는 자기효능감을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이

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

감은 학업성취,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관련

이있다. 자존감은개인이자신에대해행하

는 지속적인 평가로서 전통적으로 정신적, 

사회적 생활의 지표인 동시에 행동조절인

자로 간주되고 있다(King, 1997). 높은 자존

감은 정서적 안정성, 삶의 만족, 성공적 진

로선택등을예측하는반면, 낮은자존감은

분노감, 신체적공격행동, 우울과무기력감

등 부정적인 변인과 관련이 있다(Judge and 

Bono, 2001).

사회적 고용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대

학생의 취업 불안감이 보편적으로 증가하

는 것은 대학생들이 순조롭게 졸업하고 취

업을 하는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

는 한편, 인적자원의 분배와 충분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특

히 대학생의 취업 불안감과 사회적 지지 등

영향 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학생의 취업지도 및 취업심리교육의 이

론과 방법 모두에 일정한 이론과 현실적 의

의를 가지는 동시에 대학생의 심리건강수

준의 제고와 유지에도 일정한 지도적 의의

를 가진다. 또한 취업 환경 조성과 함께 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을 비롯한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멘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뒷

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 자

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자존감과 학업

스트레스, 자존감과 취업스트레스 등 스트

레스를 위주로 하는 내용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 자기효능

감과 취업불안에 관한 연구, 학업과 취업간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긴 하였지

만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취업불안

감 및 학업스트레스를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Kim Ui-Chol and Young-Shin Park, 2001; 

Lee Jae-Yeon, 2014; Lee Mi-Kyung, 2004; Seo 

Myung-Ho, 2010; Kim Myung-Ok, 2011; Park 

Young- Won, 2017; Kum Jeong-Hwa, 2018; 

Park Yun-Hee, 2017; Cho Gyu-Pan, 2008; Choi 

Hae-Rim, 1986; Jung Bong-Hyun, 2009; Lee 

In-Sook, 2011; Yim Yeon-Kyoung, 2017; Kim 

Yeon-Jung and Eun-Young Son, 2012;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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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ee and Jung-Sun Hahn,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간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 Yun-Hee (2017)의 연구에서

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

불안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

졌으며, Park Mi-Young and Tae-Hoon  Kim 

(2016)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감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Jeon Min-J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으면 취업

준비 행동이 높으며 취업스트레스는 적다

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었다. 특히자기효

능감과 취업불안감과의 관계, 자존감과 취

업불안감과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

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全無)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

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이자 기존연

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아

형성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그두변

수 간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

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불안감과 취업 불안감

1) 불안감

불안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편하지 아

니하고 조마조마하거나, 분위기 따위가 술

렁거리어 뒤숭숭 하거나 몸이 편안하지 아

니한 것을 가리킨다. 즉, 위협과 위험에 대

한 심리적 반응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해 자

신이 위협받는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야기되

는 두려움, 긴장감, 우려, 근심 등의 부정적

인 주관적 감정이 불안이며, 이는 스트레스

로 인한 증상을 일컫는다. Beck (1979)은 불

안이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협에 대

항하기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하

도록 만드는 자극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arlow (2004)는 불안을 다가올 부정적인 사

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상태라고 정의하

였다. Ohman (2008)은 불안이란 미래의 위

험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며 불편한

느낌과 신체적 긴장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2) 취업 불안감

취업불안감의 정의에 관하여 Cho 

Gyu-Pan (2008)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취

업준비과정에서서 느끼는 불안이라고 하였

으며, Park Young-Woo (1994)는 상태불안의

일종으로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Li (2008)

는 취업환경 중에서 위험이나 자존심이 위

협을 받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결할수있는능력이없을때느끼는일종

의 정서적인 체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Pan 

and Lu (2006)는 대학생이 졸업 후 구직문제

에 직면하였을 때 당초 설정한 취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여 취업실패 상황으로 생기

는 정서적 체험이라고 하였다. 또한 Zhang 

(2005)은 구직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생기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생리적 반응이며, 그

불안감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

였다. Zhao and Le (2017)는 대학생이취업환

경으로부터오는 내적·외적자극으로인하

여취업목표를실현할수없다고느낄경우, 

정신적인 긴장감을 느끼거나 우려를 초래

하여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자기부정

으로 인하여 취업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겪는 취

업 불안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취업 불안감이란 졸업 및 취업에

직면하였을 때,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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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할 수 있는 취업실패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체험이며, 학생 본인이 자신의 장래

를 예측할 수 없고 취업경쟁과 이로부터 오

는 심리적 충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를 몰라서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변화를 말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에 의

하여 1977년에 제안된 개념이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특정의 상황 하에서

순조롭게임무를완성할수있다는신념, 판

단 혹은 자아감수라고 정의내렸다. 자기효

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행동 및 자신

의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주관적인 판

단이고, 자아개념과 자아제어 시스템의 중

요한 구성부분이며,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

는 역할을 한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한 특정 과제를 본인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판단이며, 획득하고

자하는행동을실천에옮길수있다는개인

의 기대감이나 확신을 의미한다.

Bandura (1977)는 개인이 어떤 과제를 쉽

게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면 자기효능감의

기대가 높아지고, 개인의 성공경험들을 통

해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

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행동할 때 동기

적 심리과정의 효능을 발휘하는데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

율조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

능감 수준은 행동상황의 선택에 영향을 미

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

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여 행동하

나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위협적인 상황

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한다.

또한 Bandura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산

출할지에관한 ʻ결과기대ʼ와그결과를산출
하기에 필요한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ʻ효능기대ʼ를 제의하여 자신이 어느 정
도의 효능기대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지

각을 하는 것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스킬과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경우,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활동선택, 어

느정도의노력을투여할것인지, 어느정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술하였다. 즉, 실적이

동일하게 낮은 사람일지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노력을 하고 과제를 완성할 때

까지 노력을 하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

은 포기하려고 한다.이상의 연구들을 종합

해보면,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떠한 행

동을완성할수있는능력여부에대한추측

과 판단이다. 타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강화

가생기지않더라도, 사람은행동결과가가

져오는 효능에 대해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3. 자존감

자존감(self-esteem)은 폭넓은 연구 주제

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내

리고 있다. Branden (1992)은 자존감이란 자

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

을만한가치가있는소중한존재이고, 어떠

한일이든해낼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고 믿는 마음이며, 삶에서의 기본적인 도전

과제들을 헤아리고 판단하여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뜻한다고 하

였다. Coopersmith (1967)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개념

으로 자신의 능력과 태도, 능력, 의의 및 성

공 여부를 믿는 정도를 표현하는 개인의 주

관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Ryu Bu-Yeol (2006)은 자존감이란 자

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가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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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관적인 상

(像)으로자기특성에대한가치를의미하며, 

스스로에대한내적이미지와부모, 스승, 친

구 등 주요한다른사람들과의경험에의해

후천적으로상호간의작용을통하여형성된

것으로 전체 삶의 과정에 걸쳐변화해나가

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긍

정적 평가이며 개인적 가치관이다. 이러한

인식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수용으로

형성된다. 또한 자존감은 인간의 생애 발달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바람

직한 적응과 건전한 성격발달 및 자아실현

에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동기, 감정, 행

동,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친다(Park So-Yeon, Jin-Kyung 

Kim and Taek-Young Lee, 201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

이고 존중하며 자신을 좋아하므로 자기 자

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낀다. 즉, 자기

능력에 따른 자신감이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하

고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자기 성장에 대

한 기대를 갖게 된다. 

4.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

1) 스트레스

스트레스(stress)의 사전적 의미는 적응하

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심리상으로 신체

상으로 느끼는 긴장 상태이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영역의 연구를 중심으

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

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Lazarus (1984)가 주장한 개념이다. Lazarus

는 스트레스를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

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

로서의 스트레스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

하였다.

Selye (1956)는 스트레스를 어떤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 특정 반응과 신체의 소진이

라고 하였으며, Lazarus and Folkman (1984)

은 스트레스란 환경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한 자원의 양을 넘거나 자신이

자원을 요구하여 자산의 안녕을 위협한다

고 판단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Lee Yang-Sook, 2013). 또한 Seo Hee-Joo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스트레스

증상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응하

지 못했을 경우 혹은 자극이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나타나는 신

체적, 심리적 작용을 뜻한다.

Choi Hae-Rim (1986)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의스트레스근원을가정과대학생활, 본

인과 친구와의 대인관계 및 환경문제로 나

누어 조사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Won Ho-Taek and 

Soon-Hwa Kim (1985)의 연구에서는 스

트레스를대학학업에대한좌절과위협, 친

구관계, 이성교제, 학과공부, 학내문제, 가

치관의 갈등, 주체성, 신앙문제, 경제문제, 

가족문제, 건강문제 등 11개의 요인으로 나

누어분석하였으며. 그중공부에대한위협

과 좌절이 가장 큰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

이 밝혀졌다. 

2) 학업스트레스

Lee Joo-Won (2008)은 학업으로 인하여 생

기는 우울, 긴장, 불안감, 공포, 근심 등의

심리를 경험하는 정도를 학업스트레스라고

하였다. 또한 Bak Byung-Gee and Sun-Mi 

Park (2012)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는

공부, 성적, 수업 등에서 비롯되는 학업과

관련된 일로 부모나 교사 혹은 학생 스스로

의 압력에 의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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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심리상태의 불균형이라고 정의하였

다. 한편, Lee In-Sook (2011)은 학업으로 유

발되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학업스트레스라

고 정의하였다.

Choi Jae-Hee (2005)는 한국 사회에서 학

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유난히 문제가 되

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과

도한 교육열,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학생들

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가 이미 알맞은 수

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Oh Mi-Hyang and 

Sung-Moon Chun (1994)은 학업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을 환경적 요소, 대인 관계적

요소 및 학사적 요소와 진로로 나누었다.

이처럼학업스트레스는학교환경에서발

생하는 학업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감이며, 

이는긴장, 두려움, 불안, 우울증이나신경질, 

자살과같은부정적인심리적상태로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이

상의여러정의의내용을포괄적으로포함하

고 있는 Oh Mi-Hyang and Sung-Moon Chun 

(1994)의정의를참고하여, 공부나성적을비

롯한학업으로부터대학생이느끼는힘겹고

하기싫거나귀찮다고생각되는정신적부담

과불안감, 불안, 우울, 근심, 긴장과같은편

하지 못한 심리상태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가설의 설정 

Park Young-Won (2017)의 연구에서는 자

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과

정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수이며, 대학

생들의 자기효능감 차이에 따라 취업준비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Seo 

Myung-Ho (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 중에

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Kim Myung-Ok (2011)

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

동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대학교

3, 4학년 집단만이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

났다.

자기효능감과 학스트레스, 취업불안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Kim So-Hee and Jung-Sun Hahn (2007)

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으

며,  Kum Jeong-Hwa (2018)의 연구에서

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자신감이 대학생의 학업스

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한 Park Yun-Hee (201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Gyu-Pan (2008)은 취업불안을 경험하는

요인을 낮은 학교 성적, 불충분한 취업준비

와 같은 자신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요인으

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Kim 

Yeon-Jung and Eun-Young Son (2012)

은 취업과 학업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취업불안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대학생의 취업문제와 학습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im Ui-Chol and Young-Shin 

Park (2001)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

응방식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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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Lee Jae-Yeon (2014)의 연

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하는 조절효과가 있

다는 것이 밝혀졌다. Lee Mi-Kyung (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은 상호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자기효능감

이 취업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 관련 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자기효능감은 취업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이 취업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높아질 것이다.

Choi Hae-Rim (1986)은 자존감은 취업이

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동력

으로써 취업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Jung Bong-Hyun (2009)

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초등학생들

은학업스트레스가낮다는것이밝혔다. Lee 

In-Sook (2011)과 Yim Yeon-Kyoung (2017)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

스는 낮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Kim 

Hyon-Dong (2014)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구

직조건선호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본연구에서설정된가설은다음과같다. 

H2 자존감은 취업 불안감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학업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취업 불안

감간의관계를조절할것이다. 즉, 학

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취

업불안감에미치는영향은높아질것

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

떠한 행동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대한 추측과 판단으로 규정하였다. 자기효

능감의 해당 문항은 은 Oh Ji-Yeon (2016)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Oh Ji-Yeon (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ɑ 0.83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은 ʻ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내가
노력한다면해결할 수 있다.̓ , ʻ나는 내가원
하는 것을끝까지 할 것이다.̓ , ʻ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ʼ, ʻ나는
예기치 않은 일에 있어서도유능하게 처리

할 수 있다고확신한다.̓ , ʻ나는 예상치 않은
일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ʼ, ʻ만약 내가 노력한다면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 ʻ나는 힘든 상황
에서도 나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 할 수

있다.ʼ, ʻ어떤 문제에 직면 했을 때 나는 보
통 여러 가지 해결책을찾을 수있다.̓등 총

7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존감

본연구에서는자존감을자기자신이느끼

는 긍정적 평가이며, 개인적 가치관으로 정

의내리고자 한다. 자존감의 척도는 Park 

Na-Yeon (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측정하였다. 박나연의연구에서내

적일치도인 Cronbach's ɑ 0.80으로나타났다. 

설문항목은 ʻ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ʼ, ʻ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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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ʼ, ʻ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ʼ, ʻ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ʼ, ʻ나는 내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ʼ, ʻ나는 내가 아주 중요한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ʼ,  ʻ나는 자신감이 강하
다. ,̓ 등 총 7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3) 취업 불안감

본 연구에서는취업 불안감을 졸업 및 취

업에 직면하였을 때,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취업실패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체험이며, 학생 본인이 자신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고 취업경쟁과 이로부

터 오는 심리적 충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행동

적인 변화로 정의하였다.

취업 불안감의 해당 문항은 Kim Tae-Hee 

(2015)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Kim Tae-Hee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취

업불안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ɑ 0.83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은 ʻ나는 취업만 생각하
면 초조하고 불안하다.ʼ, ʻ나는 취업만 생각
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ʼ, ʻ나는 취업만 생
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ʼ, ʻ나는 취업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 ʻ나는취업만 생각하
면 스트레스 받아 신경이 예민해진다.ʼ, ʻ나
는 취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ʼ, ʻ나
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다.ʼ 
등총 7개의 항목을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4)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공부나

성적을 비롯한 학업으로부터 대학생이 느

끼는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

는 정신적 부담과 불안감, 불안, 우울, 근심, 

긴장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

학업스트레스의 문항은 Oh Ji-Yeon 

(2016)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Oh Ji-Yeon (2016)이 사용한 도구

는 Bak Byung-Gee and Sun-Mi Park 

(2012)가 개발한 문항에 저자가 수정 보완

하였으며, Oh Ji-Yeon (201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ɑ는 0.96으로 나

타났다. 설문항목은 ʻ나는성적이잘안나오
면 나에게 화가 난다.ʼ, ʻ나는 성적을 생각하
면 가슴이 답답해진다.ʼ, ʻ나는 성적이 떨어
질 것 같아 불안하다.ʼ, ʻ나의 목표는 높은데
성적은 너무 낮은 것 같아 우울하다.ʼ, ʻ내가
해야할공부양이많아답답하다.̓ , ʻ나는점
점 어려워지는 공부가 두렵다.ʼ, ʻ나는 공부
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ʼ 등 총 7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문의 내

용을 결합하여 관련 변수에 대해 정의를 내

린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5

개부분으로나누었다. 첫부분은기본자료

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측정이다. 세번째부분은취업불안감에관

한 측정이다. 네 번째 부분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측정이다. 마지막은 자존감에 관한 측

정이다. 이번 조사는 서면 설문지를 사용하

는 방식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자

는 전남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대학에재학중에있는 2, 3, 4학년을대상으

로 하였다. 총 2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9부의 유효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회수율

은 89%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은

총 179명이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이 91명

(50.8%)이며 여학생은 88명(49.2%)으로 상

대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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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student 91 50.8

Female student 88 49.2

Grade
Sophomore 25 14.0

 Junior 109 60.9
Senior 45 25.1

University
Huniversity 80 44.7
Juniversity 98 54.7
The others 1 .6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Component
Communality

1 2 3 4
Academic stress1    .660 .532
Academic stress2    .751 .715
Academic stress3    .724 .714
Academic stress4    .804 .684
Academic stress5    .771 .708
Academic stress6    .721 .634

Employment anxiety1  .658   .762
Employment anxiety2  .753   .816
Employment anxiety3  .744   .750
Employment anxiety4  .757   .788
Employment anxiety5  .775   .759
Employment anxiety6  .780   .801
Employment anxiety7  .633   .620

Self-efficacy1   .620  .798
Self-efficacy2   .715  .770
Self-efficacy3   .763  .813
Self-efficacy4   .765  .814
Self-efficacy5   .752  .803
Self-efficacy6   .740  .826
Self-efficacy7   .725  .832
Self-esteem1 .790    .798
Self-esteem2 .809    .715
Self-esteem3 .776    .740
Self-esteem4 .862    .830
Self-esteem5 .762    .701
Self-esteem6 .828    .782
Self-esteem7 .654    .629
Eigenvalue 5.74 5.17 5.02 4.20 

Explained variance 21.26 19.14 18.61 15.56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21.26 40.39 59.00 74.56 

Kaiser-Meyer-Olkin .944
Sphericity test of Bartlett    2379.568(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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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109명(60.9%)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학년

이 45명(25.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학년은 25명(14.0%)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광주 소재 J대학이 98명

(5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광주 소재 H대학이 80명(44.7%), 기타소

재대학이 1명(0.6%)순으로 나타났다.

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정을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정을 위

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인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취업불안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

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존감은 7개, 자기효능

감은 7개, 학업스트레스는 6개, 취업불안감

은 7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Table 3>의 제시

와 같이 KMO의 값은 0.944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값이 2379.568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

존감,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종속변수

인 취업 불안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이

다.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가 크롬바-  

값이 0.886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

다.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가 0.958로 가

장높은크롬바- 값을제시하고있다. 종속

변수인 취업 초조감의 크롬바-값은 0.943

이며, 조절변수인 자존감의 크롬바-값은

0.938로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크롬바-  값

이 0.6이상이므로, 문항들의 내적일치 합치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속변수인 취업 초조감의 평균값이

3.2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대학생들이 평균이상의 취업 초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의 평균값은 3.097점으로 보

통의 학업스트레스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절변수인 자존감은 2.999점이며, 자기효

능감은 2.863점으로 대학생들은 보통 이하

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은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조절

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종속변수인 취업 불

안감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취

업 불안감과 –0.765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와는 –0.529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인 자존감은 종속변수인 취

업 불안감과 과는 –0.571의 음(-)의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절변수인 학업스트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Result

Variable Item
(removed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Moderator variable Academic stress 7(1) 3.097 0.840 0.886

Independent variable Self-efficacy 7(0) 2.863 0.860 0.958
In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7(0) 2.999 0.870 0.938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anxiety 7(0) 3.297 0.888 0.94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109

레스와는 –0.384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3. 가설 검정

1)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값은 65.606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이 크지 않아서 설

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계수

값은 -0.562이며, 값이 -8.70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

존감의 표준화 계수값은 –0.162이며, 값

이 -2.514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다. 전체모형의  값이 0.427이
므로 모형설명력은 42.7%이다. 이는, 학생

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취

업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설 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계수값은 –

0.562이며, 자존감의 표준화 계수값은 –

0.162로 자기효능감이 자존감에 비하여 학

생들의 취업 불안감을 보다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대학생들

의 취업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

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학업스트레스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Aiken and West (1991)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업

스트레스 조절효과를 검점하였다. 조절회

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호작용변수

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줄

Table 5.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Employment Anxiety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B Std.Error Beta
(Constant) 5.442 .192 　 28.344 　

Self-efficacy -1.033*** .119 -.562 -8.702 1.280
Self-esteem -.299** .119 -.162 -2.514 1.280
R-sq(Adj_R) .427 (.421)

F-value 65.606***
Notes: *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Academic Stress Employment　 
Anxiety Self-Efficacy Self-Esteem

Academic Stress 1
Employment Anxiety .632** 1

Self-Efficacy -.529** -.765** 1
Self-Esteem -.384** -.571** .708** 1

Notes: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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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

법을 사용하였다.

조절 회귀분석 방법은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가 회귀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

력(R²)이 증가하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

향을 주는지 검정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독립

변수×조절변수)를 추가한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1) 학업스트레스 조절효과 : 

자기효능감과 취업불안감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와 3단계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

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를 포함한 2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 )은 59.2%이며, 독립변수인 자기

효능감,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자기효

능감과 학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변수(자기

효능감×학업스트레스)가 포함된 3단계 회

귀분석의 설명력( )은 59.5%이다.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0.3% 

증가하였으며, 변화량 값은 1.269로 통계

적으로유의한값을보이지않고있어, 학업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반면에,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이 증

가한다는 것으로,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

안감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학업스트레스 조절효과 : 자존감과 
취업불안감

독립변수인 자존감은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와 3단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존감을 포함한 2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

( )은 44.5%이며, 독립변수인 자존감, 조

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자존감과 학업스

트레스의 상호작용변수(자존감×학업스트

레스)가 포함된 3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

( )은 46.3%이다.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 Self-Efficacy and Employment Anxiety

2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489*** 　 79.439 　 3.512 　 72.495 　
Self-efficacy(A) -.586*** -.641 -11.295 1.388 -.579*** -.633 -11.086 1.409

Academic 
stress(B) .188*** .206 3.624 1.388 .187*** .204 3.602 1.389

A×B .044 .055 1.126 1.025
R-sq(adj-R) .592 .587 .595 .588

R-sq change .592 .003
F for change 127.747*** 1.269

Notes: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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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2단계에 비하여 1.8% 증가하였으며, 

변화량 값은 5.787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

업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가설

4는 채택되었다.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에

서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는,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

감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3단계에서 자존감과 학업스트레스

의 상호작용변수의 베타계수 값은 0.124로

취업 불안감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중심

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취업 불안감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

가 자기효능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자존감

과 취업 불안감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취업 불안감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

록 취업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자존감은 취업 불안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대학생들의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

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학업스트레스는 자

존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기효능감고 자존감이 취업 불안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

설 1 과연구가설 2를분석한결과, 자기효능

감과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로 부터 자기효능감이 자존감에 비하

여 학생들의 취업 불안감을 보다 더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진단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 Self-Esteem and Employment Anxiety

2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489*** 　 68.114 　 3.536 　 65.189 　
Self-Efficacy(A) -.382*** -.418 -6.870 1.173 -.359 -.393 -6.457 1.207

Academic 
Stress(B) .352*** .384 6.320 1.173 .357 .391 6.507 1.175

A×B .124** .135 2.406 1.030
R-sq(adj-R) .445 .439 .463 .454

R-sq change .445 .018
F for change 70.616*** 5.787**

Notes: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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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취

업 불안감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

라는 연구가설 3 을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

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취업 불안감과의 관

계에서 조절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다만,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설 3이 기각된 원인에는독립변수인 자기

효능감과 조절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절효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가 자존감과 취업 불

안감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4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존

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불안감이 감소하고, 상대적으

로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대학생들의

취업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이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취업불안감이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집

단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보

다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

업스트레스가 낮을 때 보다는 학업스트레

스가 높아질 때 자존감이 취업불안감을 감

소시키는영향력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

의 시사점은 다음과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업스트레스를 고려

하지 않을 경우, 자존감보다 자기효능감을

제고시키는 것이 취업불안감 감소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증진에

더많은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를 고려할 경우, 대학생

들의 취업불안감을 감소키기 위하여 대학

생들의자존감향상을위한노력과함께, 자

존감이 높은 학생들에게 과대한 학업스트

레스를받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이

를위해, 학업에대한강한자신감을심어주

는 동기의 생성, 스트레스의 완화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학생상담의강화등비제도적

인 강구책과 함께 졸업학점의 축소, 교양필

수, 전공필수 등 필수과목의 축소, 학점 인

정제 등 제도적인 강구책도 모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전

인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과 적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학업이 주

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

고 몇 가지 한계점도 지닌다. 첫째, 본 연구

는 한정적인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

하여 가설을 검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것이다소미흡하다. 따라서더넓

은 지역에서 폭 넓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

Table 8. Research Theory Analysis Results

Study Hypothesis Analysis Result 
Self-efficacy⟶Employment anxiety Accepted
Self-Esteem⟶Employment anxiety Accepted

Self-efficacy×Academic stress⟶Employment anxiety Rejected
Self-Esteem×Academic stress⟶Employment anxiety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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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K지역의 대표적인

공립대학과 대표적인 사립대학에서만 수집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대학에서 자

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

로, 본연구에서는취업불안감에미치는영

향요인으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지만 더 많은 자아

요인들을 간과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

기효능감과 자존감 외의 다양한 자아요인

들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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