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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 여대생의 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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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여대생들의 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우울
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호남지역의 4개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된 419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5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울은 긍정정서와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부정정서 및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이 낮을수록, 주관적행복이 낮을수록, 절망감이 높을수록, A형행동유행이 높을수록, 성격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
준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7.1%이었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보건계열 여대생들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긍정정서를 높
이고 부정정서 및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적 영향, 긍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트레스, 우울, 구조방정식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onvergent influence on de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419 college women in Honam area from March 9th to April 30th, 2015. The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aries were used. The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emotion and 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e following. The depression of responden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following groups: a group in which self esteem is lower, a group in which subjective happiness is lower, a 
group in which hopelessness is higher, a group in which type A behavior pattern is higher, a group in which 
personality stress is higher. Their explanatory power was 47.1%. With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we 
could confirm relationship among the four factors such as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job 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efforts, to increase positive 
emotion, and to decrease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are required to reduce the depression level 
of th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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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울은 자신에 한 부정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근심, 침울,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 인 문제를 의미한다[1]. 우울은 개인이 이루고자하

는 희망과 실 인 괴리가 래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문제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민건강 양조사(2013)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 거

나 망감 등을 느낀 분율인 우울감에서 19-29세는 체 

10.4%, 남성 8.5%  여성 12.6%로 30-39세의 체 

7.6%, 남성 4.2%  여성 11.0%와 40-49세의 체 8.3%, 

남성 4.8%  여성 11.6% 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다[2]. 

이와 같이 다른 성인 연령 에 비하여 학생 연령 의 

우울발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학생의 3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고[3], 여 생

은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우울수 을 보이고 있지만[3, 4, 

5], 여 생의 우울문제는 사회  심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3]. 여 생은 우울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방

안을 찾고자 하는 자발  노력도 부족하여 졸업 후 직장 

 사회생활까지 지장을 래할 수도 있다[4, 6, 7, 8].

보건계열 여 생에서는 의료기  장실습  국가고

시 비 등으로 학업부담이 가 되어 우울과 같은 정신

인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3, 9]. 취업  미래에 

한 불확실성이 보건계열 여 생들의 자아존 감  행복

감을 낮추고 취업스트 스를 증가시켜 우울 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10], 고용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등의 사회

상은 망감(hopelessness)을 높이고[5], 계획성의 부

족  긴장감 등의 스트 스를 유발하여[9], 우울 등의 정

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과 련된 험요인에는 인구

사회학   건강 련행  특성, 개인의 정정서, 부정

정서  취업스트 스 등이 있다[11]. 개인의 정정서인 

자아존 감과 주 행복은 우울에 한 보호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12, 13]. 자아존 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

고 생각하는 자신에 한 정  평가의 개념으로[13], 

자아존 감을 높임으로써 우울수 을 낮출 수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10]. 주 행복은 요한 생활사건에 한 

만족감으로 여 생의 행복감은 주변의 좋은 인간 계로 

높아지고 취업스트 스 등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12]. 취업스트 스로 낮아진 주  행복감은 우

울과 양의 상 계가 보고되어 있다[12, 13]. 개인의 부

정정서인 망감과 A형행동유형(type a behavior pattern)

은 우울에 한 높은 상 계로 우울에 직간 의 향

을 미치는 결정요소로 보고 있다[5, 9]. 망감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 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

다는 생각으로 망감이 장기화 되면 우울 등의 심각한 

정신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5]. A형

행동유형은 성취감은 강하지만 참을성이 낮고 긴장감이 

높아, 무계획 으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함으로써 스트

스를 유발하여 우울수 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9]. 취업스트 스의 구성요소는 성격, 취업불안, 가족

환경, 학교환경  학업 스트 스로 볼 수 있다[14]. 최근 

높아지고 있는 취업경쟁은 여 생의 취업스트 스를 높

여 우울수 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15]. 우울은 보

건계열 여 생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요한 문제로[6], 

우울문제를 리하기 하여 정정서인 자아존 감을 

높이고[4], 주  행복감을 증 시키며[15], 부정정서인 

망감을 이는 노력[5]  A형행동유형의 리[9]가 

필요하다. 한 취업스트 스와 련된 종합 인 요소인 

성격, 불안  환경 등에 한 다각 인 심과 방 인 

노력  우울을 조 하는 재 로그램에 한 연구와 

근이 필요하다[13].

기존연구는 우울에 한 련성을 보이는 개개 요인

들로 자아존 감[10, 12, 13], 주 행복[12, 13], 망감

[5], A형행동유형[9]  취업스트 스[13, 15] 등을 조사

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이들 요인을 종합하여 개인의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  우울과 각 변수의 상

계를 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상

인 요도와 향력을 규명해보는 융복합 인 근은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정서

의 측정은 자아존 감과 주 행복으로, 부정정서의 측

정은 망감과 A형행동유형으로, 취업스트 스의 측정

은 성격, 취업불안, 가족환경, 학교환경  학업 스트 스

로 조작하여 우울에 한 상호 계와 융복합  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보건계열 여 생의 정정서, 부정

정서  취업스트 스와 우울의 상호 계와 요인간의 융

복합  향력을 악하여 정신건강증진을 한 우울수

 리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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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 상은 임의로 선정된 호남지역 소재 4개 학에

서 보건계열 여 생 150명씩 합계 600명을 무작  추출

하 다. 설문지는 534명으로부터 회수하 으며, 부실응

답 설문지 115개를 제외한 419명의 자료를 분석 하 다.

2015년 3월 9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조사기간 

동안에 연구윤리  조사내용을 숙지한 조사원이 학을 

방문하여 보건계열 여 생들에게 조사의 취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무기명 자기기입

식 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배포하고 

직  작성토록 하여 장에서 회수하 다.

2.2 조사도구

설문지는 일반 특성으로 인구사회학  22문항  건

강 련행  12문항, 정정서로 자아존 감 10문항과 주

행복 4문항, 부정정서로 망감 20문항과 A형행동유

형 10문항, 취업스트 스로 성격스트 스 6문항, 가족환

경스트 스 5문항, 학업스트 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

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 스 3문항으로 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은 연령, 신장  체 에 의한 체질

량지수, 종교유무, 형제유무, 성장지역, 양친의 생존여부, 

가정의 월소득, 경제사정, 양친의 직장여부, 부와 화, 

모와 화, 보호자의 양육태도, 가정의 분 기, 가정생활

만족도, 공, 학년, 학교성 , 학과 교수와의 계, 교우

계,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 경험유무, 학교생활만족

도를 조사하 다. 한 건강 련행 특성은 흡연여부, 음

주여부, 커피음용여부, 규칙 식사여부, 규칙 운동여부, 

하루평균수면시간, 취미나 여가생활, 생 념여부, 건강

검진인식여부, 방 종인식여부, 조기진단  치료인식

여부, 주 건강상태를 조사하 다[11].

정정서의 측정은 Rosenberg[16]의 자아존 감 측정

도구를 병제[17]가 번안한 척도 10문항(Cronbach’s α

=0.819), Lyubomirsky와 Lepper[18]의 Subjective Happiness 

Scale(SHS)을 토 로 구성한 주 행복 척도 4문항

[19](Cronbach’s α=0.815)으로 하 다.

부정정서의 측정은 Beck 등[20]의 Beck Hopelessness 

Scale(BHOP)를 토 로 신민섭 등[21]이 재구성한 망

감 척도로 20문항(Cronbach’s α=0.884),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TABP)[22]을 토 로 하여, 우

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  A

형행동유형척도 10문항[23](Cronbach’s α=0.787)으로 하

다.

취업스트 스의 측정은 코넬 학의 스트 스측정법

인 Conell Medical Index(CMI)를 기 로, 수정  보완한 

취업스트 스 검사 22문항[14]에서 성격스트 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 스 5문항, 학업스트 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 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 스 3문항으로 하 다

(Cronbach’s α=0.920).

우울수 의 측정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24]의 한국  CES-D로 20으로 하 다

Cronbach's α=0.924).

각 척도의 수범 는 자아존 감(0-40), 주 행복

(4-28), 망감(0-20), A형행동유형(10-40), 취업스트

스(22-110), 우울(0-60)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각 척도는 

높은 수일수록 자아존 감, 주 행복, 망감, A형행

동유형, 취업스트 스  우울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처리

통계분석은 SPSS(ver 2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와 우울의 상 계

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계수를 구하 다. 우

울에 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의 향력을 악하기 

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11]를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계  다 회귀분

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이때 

범주형 변수들은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사용하

으며, 가변수는 경제사정, 부와 화, 모와 화, 가정의 

분 기,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성 , 교우 계,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 학교생활만족도, 흡연, 규칙 식

사, 규칙 운동, 하루평균수면시간, 취미나 여가생활, 

생 념, 방 종인식, 조기진단  치료 인식, 주 건

강상태이다. 회귀모형의 진단에서 자기상 은 DW(Durbin-Watson) 

지수 값,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 값으로 검토하 다. 모든 통계량

의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입력행렬은 SPSS(ver 22.0)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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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CE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0.109
*

2 0.202
**

0.151
**

3 0.049 0.051 0.257
**

4 0.079 0.085 0.242
**

0.131
**

5 0.155
**

0.077 0.267
**

0.219
**

0.466
**

6 0.115
*

0.023 0.108
*

0.055 0.008 0.093

7 0.185
**

0.001 0.080 0.096
*

0.043 0.084 -0.004

8 0.075 0.031 0.106
*

0.067 -0.024 0.025 0.034 0.032

9 0.194
**

0.096 0.138
**

0.002 0.014 0.035 0.015 0.096
*

0.067

10 0.192
**

0.005 -0.017 0.001 0.088 0.128
**

0.073 0.210
**

-0.010 -0.055

11 0.120
*

-0.020 .0032 0.119
*

-0.053 0.035 -0.041 0.202
**

0.129
**

-0.015 0.107
*

12 -0.097
*

0.037 -0.048 -0.032 -0.002 -0.045 -0.087 -0.019 -0.039 -0.105
*

-0.056 -0.100
*

13 .0105
*

0.130
**

0.012 -0.021 -0.012 0.002 0.117
*

0.036 -0.001 -0.021 0.043 0.042 -0.098
*

14-0.160
**

0.021 0.034 0.064 -0.045 -0.030 -0.058 -0.083 -0.064 -0.055 0.057 -0.041 0.020 -0.104
*

15 .0239
**

0.097
*

0.116
*

-0.035 -0.006 0.066 0.266
**

-0.008 0.022 0.101
*

0.122
*

0.055 -0.060 0.180
**

-0.093

16 0.140
**

0.038 0.111
*

0.152
**

0.161
**

0.101
*

0.078 0.143
**

0.149
**

0.065 0.070 0.093 -0.050 0.064 -0.044 0.111
*

17 0.122
*

0.020 0.100
*

0.077 0.008 0.076 -0.052 0.059 0.011 0.028 0.127
**

0.100
*

-0.079 0.018 -0.074 0.031 0.217
**

18 0.113
*

0.001 0.111
*

0.123
*

0.001 0.141
**

-0.053 0.113
*

0.046 0.008 0.132
**

0.019 -0.050 0.064 -0.069 0.074 0.181
**

0.540
**

19 0.232
**

.0130
**

0.135
**

0.121
*

0.023 0.048 0.133
**

0.086 0.111
*

0.045 0.180
**

0.123
*

-0.116
*

0.031 -0.053 0.137
**

0.105
*

0.068 0.105
*

20-0.485
**

-0.108
*
-0.149

**
-0.028 -0.075 -0.174

**
-0.060 -0.170

**
-0.100

*
-0.098

*
-0.216

**
-0.070 0.080 -0.088 0.083 -0.182

**
-0.165

**
-0.144

**
-0.155

**
-0.158

**

21-0.461
**
-0.159

**
-0.220

**
-0.062 -0.208

**
-0.259

**
-0.012 -0.092 -0.101

*
-0.107

*
-0.237

**
-0.068 0.095 -0.136

**
0.033 -0.233

**
-0.156

**
-0.206

**
-0.190

**
-0.194

**
0.632

**

22 .0426
**

0.038 0.150
**

0.049 0.135
**

0.135
**

0.068 0.133
**

0.119
*

0.115
*

0.238
**

0.081 -0.029 0.038 -0.047 0.206
**

.0187
**

0.188
**

0.119
*

0.093 -0.468
**
-0.421

**

23 0.357
**

.0019 0.031 -0.003 0.108
*

0.080 0.002 0.105
*

-0.002 0.012 0.075 0.057 0.011 0.092 -0.035 0.050 0.137
**

0.019 0.066 0.088 -0.273
**
-0.194

**
0.088

24 0.484
**

-0.004 0.164
**

0.118
*

0.010 0.084 0.184
**

0.104
*

0.087 0.071 0.209
**

0.097
*

-0.029 0.057 -0.043 0.183
**

0.139
**

0.101
*

0.080 0.112
*

-0.358
**
-0.342

**
0.349

**
0.331

**

25 0.385
**

0.283
**

0.240
**

0.112
*

0.129
**

0.209
**

0.106
*

0.083 0.008 0.123
*

0.144
**

0.114
*

0.039 0.021 -0.046 0.121
*

0.128
**

0.091 0.054 0.113
*

-0.305
**
-0.358

**
0.322

**
0.238

**
0.512

**

26 0.423
**

0.083 0.155
**

0.036 0.060 0.073 0.083 0.274
**

0.116
*

0.111
*

0.219
**

0.189
**

-0.010 0.081 -0.062 0.122
*

0.190
**

0.058 0.063 0.145
**

-0.465
**
-0.340

**
0.455

**
0.273

**
0.548

**
0.476

**

27 0.288
**

0.069 0.110
*

-0.005 0.062 0.045 0.223
**

0.047 0.048 0.038 0.251
**

0.066 0.037 0.074 0.054 0.185
**

0.098
*

0.006 0.004 0.156
**

-0.215
**
-0.227

**
0.246

**
0.236

**
0.482

**
0.438

**
0.551

**

28 0.368
**

0.004 0.026 0.105
*

-0.044 0.041 0.193
**

0.149
**

0.041 0.087 0.202
**

0.156
**

0.013 0.050 -0.040 0.105
*

0.128
**

0.014 0.028 0.116
*

-0.230
**
-0.190

**
0.294

**
0.244

**
.0649

**
0.521

**
.0440

**
.0471

**

M 17.477 0.537 0.169 0.048 0.038 0.103 3.093 0.222 0.014 0.048 0.198 0.067 0.317 0.835 6.401 0.578 0.186 0.294 0.186 0.263 28.625 4.625 3.308 25.411 11.110 8.408 6.995 6.363 4.033 

SD10.766 0.499 0.376 0.213 0.192 0.304 0.846 0.416 0.119 0.213 0.399 0.250 0.466 0.371 1.229 0.495 0.390 0.456 0.390 0.441 4.160 0.945 4.075 4.444 4.247 4.095 3.138 2.861 1.845 

* : p<0.05, ** : p<0.01.

¶ : CESD : 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1. Economics status, 2. Conversations with father, 3. Conversations with mother, 4. Home atmosphere, 5. Family life satisfaction, 6. Grade(yrs), 7. School record, 8. Relationship with the friend, 9. School 

bullying or violence experienced, 10. School life satisfaction, 11. Cigarette smoking, 12. Regular Eating, 13. Regular exercise, 14. Sleeping time(hour), 15. Hobbies & leisure life, 16. Hygienic lifestyle 

awareness, 17. Immunization awareness, 18. Early diagnosis wareness, 19. Subjective Health status, 20. Self esteem, 21. Subjective happiness, 22. Hopelessness, 23. Type A behavior pattern, 24. Personality 

stress, 25. Home environment stress, 26. Schoolwork stress, 27. School environment stress, 28. Unstable job stress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하여 AMOS에 의한 Spearman 상 계수행렬을 사용하

으며 최 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하 다. 구조방정식

에 사용된 변수는 각 모형 구성요소를 잠재변수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측변수로 선택

하 다. 변수의 선택은 각 경로에 한 개별 인 단순분

석에서 유의한 련성을 가지고 이론 인 모형을 지지하

면서도 모형 합도에 있어서 한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를 선택하 다. 외생잠재변수로는 정정서와 부정

정서를, 내생잠재변수는 취업스트 스와 우울을  구조방

정식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각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만을 

경로도와 함께 표기하 다.

3. 연구결과

3.1 우울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우울과 련요인들 간의 상 계를 보면, 우울은 경

제사정(r=0.109, p<0.05), 부와 화(r=0.202, p<0.01), 가정

생활만족도(r=0.155, p<0.01), 학년(r=115, p<0.05), 학교

성 (r=185, p<0.01),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

(r=194, p<0.01), 학교생활만족도(r=192, p<0.01), 흡연

(r=120, p<0.05), 규칙 운동(r=105 p<0.05), 취미나 여가

생활(r=0.239, p<0.01), 생 념(r=0.140, p<0.01), 방

종인식(r=0.122, p<0.05), 조기진단  치료 인식(r=0.113, 

p<0.05), 주 건강상태(r=0.232, p<0.01), 망감

(r=0.426, p<0.01), A형행동유형(r=0.357, p<0.01), 성격스

트 스(r=0.484, p<0.01), 가족환경스트 스(r=0.485, 

p<0.01), 학업스트 스(r=0.423, p<0.01), 학교환경스트

스(r=0.288, p<0.01), 취업불안스트 스(r=0.368,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인 반면, 규칙 식사

(r=-0.097, p<0.05), 하루평균수면시간(r=-0.160, p<0.01), 

자아존 감(r=-0.485, p<0.01), 주 행복(r=-0.461,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Table 1>.

3.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

기 하여 4개의 모델에 한 계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Table 2>.

모델 Ⅰ은 인구사회학   건강 련행  특성을 회

귀모델에 투입한 결과 부와 화, 학교성 , 학교에서 따

돌림이나 폭력경험, 학교생활만족도, 하루평균수면시간, 

취미나 여가생활, 주 건강상태가 유의한 련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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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B t B t B t B t

Economics status 0.864 0.868 0.175 0.193 0.510 0.598 0.633 0.723

Conversations with father 3.376 2.377* 2.243 1.728 2.218 1.821 1.734 1.434

Conversations with mother -1.322 -0.547 -0.314 -0.143 0.048 0.023 -1.180 -0.580

Home atmosphere -0.612 -0.209 -1.301 -0.484 -3.356 -1.324 -1.796 -0.721

Family life satisfaction 2.569 1.378 0.498 0.291 0.715 0.445 0.838 0.531

Grade(yrs) 0.241 0.399 0.529 0.957 0.536 1.034 0.079 0.153

School record 2.443 1.987* 1.758 1.562 1.362 1.290 1.348 1.277

Relationship with the friend 1.030 0.248 -1.629 -0.430 -1.870 -0.524 -1.913 -0.548

School bullying or violence experienced 6.929 2.983** 5.698 2.692** 5.189 2.609** 4.748 2.444*

School life satisfaction 3.306 2.557
*

1.389 1.163 0.812 0.719 0.151 0.135

Cigarette smoking 1.948 0.959 2.033 1.100 1.469 0.847 0.918 0.536

Regular Eating -0.609 -0.576 -0.243 -0.253 -0.685 -0.759 -0.879 -0.995

Regular exercise 1.198 0.893 0.423 0.345 0.067 0.058 0.240 0.213**

Sleeping time(hour) -1.048 -2.606* -0.948 -2.585* -0.960 -2.791** -0.889 -2.636

Hobbies & leisure life 2.971 2.827** 1.657 1.709 1.284 1.405 1.208 1.347

Hygienic lifestyle awareness 1.053 0.796 0.294 0.244 -0.638 -0.561 -0.764 -0.688

Immunization awareness 1.097 0.857 0.219 0.187 0.022 0.020 0.027 0.025

Early diagnosis awareness -0.078 -0.052 -0.565 -0.411 -0.570 -0.442 -0.367 -0.293

Subjective Health status 3.145 2.719** 2.267 2.144* 2.134 2.148* 2.265 2.334*

Self esteem -0.695 -5.018** -0.368 -2.675** -0.330 -2.396*

Subjective happiness -2.274 -3.527** -1.894 -3.109** -1.486 -2.462*

Hopelessness 0.559 4.657
**

0.424 3.440
**

Type A behavior pattern 0.602 6.189
**

0.446 4.479
**

Personality stress 0.480 3.330**

Home environment stress 0.072 0.527

Schoolwork stress 0.017 0.088

School environment stress -0.052 -0.273

Unstable job stress 0.290 0.915

Constant 16.703 48.976 13.144 12.406

F  5.669 10.283  0.000  0.001

R2  0.213  0.352  0.434  0.471

R2 change  0.213  0.140  0.081  0.038

Adjusted R2  0.175  0.318  0.401  0.433

* : p<0.05, ** : p<0.01.

<Table 2>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depression

다. 즉, 부와 화가 을수록, 학교성 이 나쁠수록,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학교생활만

족도가 낮을수록, 하루평균수면시간이 을수록, 취미나 

여가생활이 불충분할수록,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설명력은 21.3%로 나타났다. 모델 Ⅱ에

는 모델 Ⅰ에 투입된 변수에 정정서 특성을 투입한 결

과 자아존 감, 주 행복이 유의한 련성을 보 다.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주 행복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35.2%의 설명력을 보 다. 모델 Ⅲ에는 모델 

Ⅱ에 투입된 변수에 부정정서를 투입한 결과 망감, A

형행동유형이 유의한 련성을 나타내었다. 망감이 높

을수록, A형행동유형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투입

된 변수들로 우울 43.4%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Ⅳ에는 

모델 Ⅲ에 투입된 변수에 취업스트 스 특성을 투입한 

결과 성격스트 스가 우울과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격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모델 Ⅳ에 투입된 변수들로 우울을 47.1% 설명할 수 있

었다. 의 모델에서 보면 정정서 특성이 추가되어 

14.0%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우울에 정정서가 높은 

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회귀모형을 검토한 결과, DW 지수 값이 1.992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VIF 

지수 값이 최소 1.079에서 최  2.325까지로, 모두 10 이

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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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2개의 외생개념( 정정서, 부정정서)과 2개의 내생개

념(취업스트 스, 우울)을 이론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

다. 정정서에 한 측변수로는 자아존 감, 주

행복으로 하 고, 부정정서에 한 측변수는 BHOP, 

TABP로 하 다. 취업스트 스에 한 측변수는 성격

스트 스, 가족환경스트 스, 학업스트 스, 학교환경스

트 스, 취업불안스트 스로 측정하 으며, 우울수 에 

한 측변수는 CES-D로 하 다.

모델 합도를 보면, 합지수에서, χ2=24.240 

(df=25)이며, 유의확률은 모델의 합도를 단하는 기

치 0.05이상인 p=0.493으로 모델은 합하 고, 원소간 

평균차이(RMR)은 0.05이하인 0.023으로 합도는 양호

하 으며, 기 부합치(GFI)는 0.9이상인 0.989로서 합

도가 높았고, 조정부합치(AGFI)도 0.9이상인 0.975로 

합도는 양호하 고,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A)

는 0.05보다 낮은 0.000으로 나타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

었다. 한편, 증분 합지수에서는, 표 합지수(NFI)는 

0.9이상인 0.984로 모형의 합도는 만족하 고, TLI는 

0.9이상인 1.000으로 합도가 양호하 으며, 비교부합지

수(CFI)는 0.9이상인 1.000으로 합도가 양호하게 나타

났다<Table 3>.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χ2 = 24.240(df = 25), p = 0.493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23

GFI(Goodness of Fit Index) = 0.98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97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00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 0.984

TLI(Tucker-Lewis Index) = 1.000

CFI(Comparative Fit Index) = 1.000

<Table 3> Model identification

내생잠재변수에 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정정서는 우울에 한 경로계수가 -6.456으로 부(-)의 직

효과, 취업스트 스에 한 경로계수는 -0.483으로 부

(-)의 직 효과가 있었다. 부정정서는 우울에 한 경로

계수가 3.777으로 정(+)의 직 효과, 취업스트 스에 

한 경로계수는 0.326으로 정(+)의 직 효과가 있었다. 내

생변수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취업스트 스는 우울에 

한 경로계수가 -6.033으로 부(-)의 직 효과가 있었다. 

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취업스트 스의 

경우 정정서  부정정서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산이 

0.773으로, 정정서  부정정서가 취업스트 스를 

77.37% 설명하 다. 한 우울의 경우는 정정서, 부정

정서  취업스트 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산이 1.000

으로,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가 취업스트

스를 100.0% 설명하 다. 경로계수는 우울에 한 취업

스트 스에서 5%수 으로, 나머지는 모두 1%수 으로 

유의하 다<Table 4>[Fig. 1].

4. 고찰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과 정정서, 부정정서  취

업스트 스들 간의 상 계에서는, 우울은 경제사정, 부

와 화, 가정생활만족도, 학년, 학교성 , 학교에서 따돌

림이나 폭력경험, 학교생활만족도, 흡연, 규칙 운동, 취

미나 여가생활, 생 념, 방 종인식, 조기진단  치

료 인식, 주 건강상태, 망감, A형행동유형, 성격스

트 스, 가족환경스트 스, 학업스트 스, 학교환경스트

스, 취업불안스트 스와 양의 상 계를 보인 반면, 

규칙 식사, 하루평균수면시간, 자아존 감, 주 행복

과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따라서 우울은 일반  특

성 외에도 정정서인 자아존 감과 주 행복은 낮을

수록, 부정정서인 망감과 A형행동유형은 높을수록, 취

업스트 스인 성격스트 스, 가족환경스트 스, 학업스

트 스, 학교환경스트 스, 취업불안스트 스는 높을수

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계의 결

과는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문제에서 정정서의 련

성[10, 12, 13], 부정정서의 련성[5, 9, 25]  취업스트

스의 련성[13, 15]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

기 하여 4개의 모델에 한 계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인구사회학   건강 련행  특성에서는 학

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규칙 운동을 

안할수록 우울수 이 높았다. 정정서에서는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주 행복감이 낮을수록 우울수 이 높

았으며, 부정정서에서는 망감이 높을수록, A형행동유

형 수가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았으며, 취업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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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Schoolwork stress

V4

Depression(CES-D)

V7

V10

Subjective happiness

Personality stress

V2

School environment stress

V3 Hopelessness(BHOP)

V6 Home environment stress

V9 Unstable job stress

V5

Self esteem

V8

Type A Behavior Pattern(TABP)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2

Depression

-0.483

0.326

Job Seeking Stress

d1

V7

e7

-6.033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6.456

V3

V4

e3 0.05
1.00

e4

3.775

V6 V8

e6 e8

V1

V2

e1 6.94
1.00

e2

V5 V9

e5 e9

V10

0.85

e10

2.93 1.79 1.03 1.00 0.87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Job Seeking Stress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SMC¶

Job Seeking Stress  0.000 -0.483
**

0.326
**

0.773

Depression  -6.033
*

-6.456
**

3.775
**

1.000

* : p<0.05 ,  ** : p<0.01,  ¶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Table 4>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에서는 성격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았으며, 

이 들 체 변수의 설명력은 47.1%로 나타났다. 특히 

정정서가 추가됨으로 14.0%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우울

과 정정서의 련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울과 

련성을 보이는 학교폭력경험  규칙 운동[5]은 보건

계열 여 생에서도 확인되었다. 우울수 을 리하기 

해서는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고 규칙 인 운동을 통하여 우울수 을 일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정정서인 자아존 감이 높고 주 행복

감이 높을수록 우울수 이 낮다는 결과가 확인되어 기존

연구[6, 26]의 결과를 뒷받침하 다. 부정정서인 망감

과 A형행동유형 수가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게 나타

나 우울에 한 망감의 직 효과[5], A형행동유형이 

스트 스를 유발하고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지 [9]은 

보건계열 여 생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울수 을 

낮추기 하여 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융복합 으로 

리하는 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스트 스는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 하고 있는데[10, 13, 15], 본 연

구에서는 취업스트 스의 5가지 세부항목에서 성격스트

스가 우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한 성격스트 스는 취업에 한 개인의 걱정, 

조, 불안  신경과민 등을 측정하고 있어 보건계열 여

생은 최근 취업경쟁과 미래에 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서 취업에 한 개인의 성격스트 스가 높아져서 우울문

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에 향을 미치는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

트 스 간의 인과 계를 추정하기 하여 정정서  

부정정서를 외생잠재변수로, 취업스트 스  우울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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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잠재변수로 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모델 합성은 양호하 으며, 우울은 정정서로 부

터 경로계수가 -6.456, 부정정서로부터 경로계수가 3.777, 

취업스트 스에서 경로계수가 -6.033로 나타나, 정정

서는 부정정서나 취업스트 스보다는 우울에 더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와 우울의 융복합 인 인과 계가 확인되

었다. 따라서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은 단변량 분석에

서 확인된 인구사회학   건강 련행  특성의 여러 

요소들과의 차이[11]뿐 만아니라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와도 한 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우울에 하여 자아존 감과 주 행복은 보호요소

로[12, 13], 망감은 결정요소로[5], A형행동유형은 긴

장, 조  무계획성으로 인한 스트 스요소로[9], 취업

스트 스는 성격, 취업불안, 가족환경, 학교환경  학업

문제에 한 불안요소로[14, 15]로 지 되어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요소를 정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하여 모형을 수립하 고 이들의 상

호작용  우울에 한 융복합 인 향력을 악하 다. 

보건계열 여 생의 부정정서  정정서를 리함으로

써 우울수 을 낮출 수 있음이 악되었고 취업스트 스

를 이는 노력이 우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

안임을 확인하 다. 특히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문제를 

다루는 로그램에서 정정서, 취업스트 스  부정정

서의 순으로 우선순 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일부 여 생을 상으로 한 조사

이므로 이 결과를 우리나라 체 보건계열 여 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단면  연구이므로 이를 

확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

는 규모의 표본을 상으로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에 

융복합 인 향을 미치는 추가 인 요인에 한 심층

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울 험군인 보건계열 여 생의 정정

서,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와 우울의 련성을 검토

하고자 시도하 다. 2015년 3월 9일부터 2015년 4월 30일

까지 임의로 선정된 호남지역 소재 4개 학에서 무작  

추출된 보건계열 여 생 419에 한 구조화된 무기명 자

기기입식 설문 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우울은 정정서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계  다 회귀분석에서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경

험이 있을수록, 규칙 운동을 안할수록, 자아존 감이 낮

을수록, 주 행복감이 낮을수록, 망감이 높을수록, A

형행동유형 수가 높을수록, 성격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7.1%로 나타났

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

트 스와 우울의 융복합 인 인과 계가 확인되었으며, 

우울에 더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정서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우울에 융복합 인 향을 미치는 정정서, 

부정정서  취업스트 스에 한 정신건강증진 로그

램을 개발하여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수  감소에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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