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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일주기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김미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Circadian Rhythm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Mee Kim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고 대학생활 스트레스 요인들과 일주기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광주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교 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687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들의 34.5%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며, 71.6%가 가
벼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부모와 별거시, 학년이 높을수록 높
게 나타났다. 셋째, 일주기성과 우울과의 관계는 저녁활동형 일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넷째, 회귀분석 결과, 가치관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주기성,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순으로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우울증 과 관련이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전문대학생에게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우울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일주기성,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depres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 and circadian rhythm on depress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720 students of college in Gwangju area from October 10, 2016 to October 31, and 687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s this result, 34.5% of the students needed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71.6% 
of the students had mild depression. Second, depression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in higher grade students 
and students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Third, evening activity type showed higher depression than 
morning activity type. Fourth,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epression was influenced by stress of value 
problem, circadian rhythm, academic stress, and getting a job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tudents should be able to detect depression early and run a mental health program to relieve college life stress 
in college.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to some local college students and is not suitable for generaliza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compare  university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Key Words : Depression, College Life Stress, Circadian Rhythm, Academic stress,  Stress of getting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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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울은 무기력, 슬픔, 불안, 무가치감 등이 나타나는

마음의부정적상태로우울감이진행되면대인관계나일

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1]. 흔히 정신질환에서 감

기로비유되는우울은많은사람들에게일시적으로나타

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자살과 불안,

기타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2]. 그러므

로우울의조기발견과조기치료는정신건강문제에서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3, 4].

우울증은 20-25세 연령에서 처음 나타나므로 청년기

에해당하는대학생시기에많이발병한다고볼수있다

[5]. 대학생들의정신건강실태를조사한기존연구결과

에서 대학생의 23.2%에서 26.8%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

로보고되고있으며이는성인의우울증유병률이 8%에

서 18%로 추정되고있는것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 수

치이다[6, 7]. 대학생 대상 한 연구에서는 ‘우울하지 않

음’ 67.2%, ‘가벼운 우울’ 19.6%, ‘중한 우울’ 11.2%, ‘심한

우울’ 2%로 나타나 32.8%의 대학생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대학생들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이 시기가 청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자아정체감의

혼란, 부모로부터독립과의존, 학업과장래직업에대한

불안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쉽게 경험하며 불안이 과도

해지는경우정신분열증, 불안장애, 공포증, 약물남용, 우

울증등을겪게된다[8, 9]. 그리고이때우울증을경험하

게되면성인기에우울증이유발될가능성이 2-3배 증가

하게 된다[10]. 대학생기는 다른 시기보다 많은 변화와

다양한경험을통해미래를준비하는중요한시기이므로

이시기를잘보내면건강한성인기를맞이할수있지만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가정 및 사회생활에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시기에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11].

기존의연구에서대학생우울의위험요인으로인터넷

중독, 알코올남용, 흡연, 대학생활스트레스, 일주기유형

등이 논의되고 있다[12, 13]. 특히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

는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많은 논문들이 보고하고 있다[14, 15]. 박재연과 김정

기(2014)는 대학생의생활스트레스를당면문제와관련한

스트레스와 관계상의 어려움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구

분하여 우울 및 자살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이와 유

사한논문들이학업, 진로와취업, 경제적문제등당면문

제로인한스트레스가대학생자살과우울의위험요인임

을보고하고있다[16, 17]. 대학생들은학업, 취업, 교수와

관계, 친구 및 이성 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이러한스트레스가반복되고, 적절히대응하지

못하면우울의위험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18, 19, 20, 21].

최근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각 개인의 수면양상과 일

주기성(circadian rhythm)에 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일주기는 인간은 24시간을 주기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면주기와 각성주기로 나눠지며 그에

따라 신체 리듬이 다르게 나타난다[22]. 일주기에 따라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오며 호르몬의 변화는 개인의 정

서와각성, 정신집중, 행동양식에영향을미치게된다[23,

24]. 그리고 각 개인의 신체적 리듬과 사회적 환경의 불

일치는개인의사회적적응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

다[25]. 각 개인의 일주기는 우울증과 같은 정동장애와

관계가 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기성과 우울증

과의 관계에서 저녁활동형이 아침활동형보다 우울증 경

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26]. 서경현

(2009)은 성 차이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일주기성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아침활동형 일수록 우

울감이 높고 여학생은 저녁활동형일수록 우울감이 높다

고 보고했다[25]. 이는 성(sex)의 차이가 일주기성과 우

울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대학생활에서겪는스트레스와일주기성, 우울과의관

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 대학생활에서 겪

는스트레스를종합하여하나의변수로간주하거나관계

스트레스와당면스트레스두개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대학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여러 변인들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이들 각각의 변인들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우울감에미치는상대적중요도와영향력을분

석할필요가있다. 또한우울과관련된기존의연구가대

부분 4년제일반대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어전문대학

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생은 교

육과정특성상현장실습과자격증취득등으로학교생활

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27].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이수월해져학습능력저하자도쉽게대학에입

학한 후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이 많으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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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28, 29]. 이러한 특성상 전

문대학생의학교생활스트레스가많고이는우울과도관

련이있다고추정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전문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정도를 측정하고 대학생

활 스트레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변인들과 우울감,

일주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상담 및 대학생활 지도와 정신

건강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에기초자료를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첫째, 전문대

학생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고, 둘째, 일주기성(circadian

rhythm) 및 대학생의생활스트레스가우울에미치는영

향과이들변인간의상대적영향력을측정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광주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생 72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회수된 710개의 설문지에서 불성실

한 23부를제외하고 687명의자료를분석하였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약 3주에걸쳐연구윤리조

사내용을이해한조사원이학생들에게설문의내용을설

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무기명으로 설문지

를 작성토록 하여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2.2 조사도구
설문지는대상자들의정신건강을측정하기위하여한

국판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9문항, 수면양상을

측정하는 일주기성(circadian rhythm)척도 13문항과 수

면시간 1문항, 대학생활스트레스관련하여취업및진로

스트레스 8문항, 이성친구와의 관계 6문항, 경제적 문제

7문항, 가족과의 관계 6문항, 친구와의 관계 5문항, 교수

와의관계 6문항, 가치관의문제 5문항, 학업및성적스트

레스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현재 거주 장소 등을 포함시켰다.

우울증평가척도: 대학생의우울증을측정하기위하여

이전에개발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의설

문문항 중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해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진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이하 PHQ-9)

를 최홍석(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HQ-9는

그동안알려진많은우울증선별도구보다문항수가적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으며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1

차 진료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었던

우울증 척도인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에 비해 우수한 민감도

(88%)와 특이도(88%)를 가진다.[30](Cronbach’s α=0.843).

일주기성(circadian rhythm)척도: 학생들이아침활동

형인지 저녁 활동형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Smith, Reilly

및 Midkiff(1989)[31]가 기존 연구에서사용한문항을재

구성하여김정기(1998)가번안한척도를사용하였다[18].

전체 13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환산된점수가높으면

저녁 활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주기성

(circadian rhythm)척도의 Cronbach α=0.825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측정

하기위하여전겸구, 김교헌과이준석(2000)이개발한대

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32]. 이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

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하위잠재변인은취업스트레스(Cronbach α=0.889), 경제

적스트레스(Cronbach α=0.888), 학업스트레스(Cronbach

α=0.885), 가치관스트레스(Cronbach α=0.852), 가족과의

스트레스(Cronbach α=0.889), 친구와의 스트레스

(Cronbach α=0.935), 이성과의 스트레스(Cronbach α

=0.902), 교수와의스트레스(Cronbach α=0.906) 등 8가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스트레스가많음을의미한다. 1점

에서 4점 사이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스

트레스와우울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전체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 α=0.951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통계분석은 SPSS 19.0 version을 이용하여각각의척

도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변인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검정과 F검정을

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

수를 이용하였다. 각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주기성과 8개의대학생활스트레스의변인들은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모형의 진단에서 자기상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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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urbin-Watson) 지수값, 독립변수들간의다중공선

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값으로 검토하

였으며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성별

은남학생이 103명(15.0%), 여학생이 584명(85.0%), 1학

년 251명(36.5%), 2학년 263명(38.3%), 3학년 173명

(25.2%), 종교는 기독교 151명(22.0%), 천주교 35명

(5.1%), 불교 32명(4.7%), 종교 없음 461명(67.1%), 기타

8명(1.2%)이었다. 학생들의 거주장소는 부모님과 동거,

자취 또는 하숙, 기숙사 생활 등으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부모님과 동거가 389명

(56.6%),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298명(43.4%)이었다. 우

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수면시간은 4시간 이하가

26명(3.8%), 4시간부터 6시간 이하 310명(45.1%), 6시간

부터 8시간 이하 297명(43.1%), 8시간부터 10시간 44명

(6.4%), 10시간이상 10명(11.5%)으로 87%의학생들은 4

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수면을 취하였다.

Characteristic
frequency
(n)

percentage
(%)

Sum 687 100.0
Sex
Male 103 15.0
Female 584 85.0
Grade
1st 251 36.5
2nd 263 38.3
3rd 173 25.2
Religion
Christian 151 22.0
Catholic 35 5.1
Buddhist 32 4.7
None 461 67.1
etc. 8 1.2
Residence
with family 389 56.6
without family 298 43.4
Sleeping time
below 4 times 26 3.8
4 – 6 times 310 45.1
6 - 8 times 297 43.1
8 –10 times 44 6.4
above 10 times 10 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3.2.1 일주기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주기성 척도는 점수가 낮을수

록 아침 활동형이고 높을수록 저녁 활동형이다. 점수는

최저 13점부터최고 55점까지의범위에서결정되며연구

대상자들의 점수는 15점에서 54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

으며, 평균은 39.32었다. 일주기성척도에의해측정된수

치를활용하여 26점이하는아침활동형, 42점이상은저

녁활동형, 그 사이는중간형으로구분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687명 중 16명(2.3%)만이 아침 활동

형이며 254명(37.0%)가 저녁 활동형으로 분류되었다

<Table 2>.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Morning type
(below 25 points) 16 2.3
Intermediate type

(26 points to 41points)
417 60.7

Evening type
(above 42 points)

254 37.0

Total value of Circadian rhythm
Mean
39.32

SD
6.284

<Table 2> Circadian rhythm of the subjects

3.2.2 대학생활 스트레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

스가 2.862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 경제적 문제, 가치관

문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교

수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스트레스가가장높았으며친

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Table 3>.

Factor variable Mean

Stress of getting a job 2.72

Economic stress 2.25

Academic stress 2.83

Stress of value problem 2.25

Family stress 1.72

Friend stress 1.42

Opposite sex friend stress 1.67

Professor stress 1.87

<Table 3> Stress of college life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Circadian Rhythm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1

3.2.3 우울감
조사대상자들의 우울감은 0점∼27점 구간에 7.96점

(SD=5.06)으로나타났다<Table 4>. 우울 정도를측정하

는 질문에서 ‘피곤함을 느끼거나 기력이 별로 없다’(1.48

점)가 가장 높았으며 ‘일을함에있어거의흥미나재미

가없다’(1.25점), ‘잠이들거나수면을유지하는데문제가

있거나또는수면량이 너무 많다’(1.17점)의순으로 나타

났다.

Category

frequency(percentage)
Mean
(SD)

Not at
all

Several
days

More
than 1
week

Almost
every
day

1. I have little interest
or fun in my work.

127
(18.5)

367
(53.4)

86
(12.5)

107
(15.6)

1.25
(.93)

2. I am feeling down,
depressed, or
hopeless.

192
(27.9)

379
(55.2)

66
(9.6)

50
(7.3)

0.96
(.82)

3. I have trouble
sleeping or keeping
a sleep, or I have
too much sleep.

212
(30.9)

261
(38.0)

98
(14.3)

116
(16.9)

1.17
(1.05)

4. I feel tired or have
little energy.

87
(12.7)

322
(46.9)

139
(20.2)

139
(20.2)

1.48
(.95)

5. I have little appetite
or overeating.

240
(34.9)

278
(40.5)

100
(14.6)

69
(10.0)

1.0
(.95)

6. I feel guilty, feel a
failure, disappoint
me or disappoint
my family.

362
(52.7)

236
(34.4)

66
(9.6)

23
(3.3)

0.64
(.79)

7. I have difficulty
concentrating onwork.

201
(29.3)

335
(48.8)

104
(15.1)

47
(6.6)

1.0
(.85)

8. I slowed down my
movements or
slowed to tell
people around me.
Or vice versa.

509
(74.1)

127
(18.5)

36
(5.2)

15
(2.2)

0.36
(.68)

9. I have thought that
it is better to die, or
I have hurt my body.

632
(92.0)

39
(5.7)

13
(1.9)

3
(4)

0.11
(.40)

<Table 4> The score of depression by PHQ 

PHQ-9 척도를국내에서표준화하고신뢰도와타당도

를연구한최홍석등(2007)[33]은총 27점중 10점을절단

점으로 우울증 치료여부를 분류하였으며 박승진 등

(2010)은 점수대에 따라 우울증의 심각성 정도를 4가지

로 분류하였다[34]. 본연구에서는 박승진 등(2010)이 제

시한 기준에 따라 ‘우울증 아님’, ‘가벼운 우울증’, ‘중간

정도 우울증’,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Table 5>.

이 기준에 따르면 ‘중간정도 우울증’(32.5%)과 ‘심한 우

울증’(2.0%)에 해당하는 237명(34.5%)은 현재 우울증 치

료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되며 당장에 치료는 하지 않더

라도가벼운우울증이있어관찰이필요한학생들도 255

명(37.1%)에 이르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우울감을 갖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gree of depression frequency percentage

1. No depression(0-4) 195 28.4

2. Mild depression(5-9) 255 37.1

3. Moderate depression (10-19) 223 32.5

4 Severe depression (20-27) 14 2.0

<Table 5> Depression by PHQ-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able 6, 6-1, 7>와 같다.

성별에 따라 모든 변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있으며여학생이남학생보다스트레스를많이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라 일주기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감은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스트레스 분석결과 3학년 학

생들이취업과교수와의관계에서느끼는스트레스가다

른 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우울

감은부모와별거시, 학년이높을수록,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 10시간이상일때유의한수준으로높게나타났다.

3.4 변수 간 상관분석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일주기성과 친구와 이성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나머지

변수들간에는유의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8미만으로 변수들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공성선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35]<Table 8>.

3.5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일주기성, 우울감
대학생활스트레스의변인들과각개인의일주기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계수의 허용값(tolerance)과 분산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의 값은 다중공선

성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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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tress of getting a job Economic stress Academic stress Stress of value
Mean t/F p Mean t/F p Mean t/F p Mean t/F p

Sex
t value
5.315

.000**
t value
-2.493

.013*
t value
-7.571

.000**
t value
-5.961

.000**Male 2.37 2.07 2.31 1.78
Female 2.78 2.28 2.92 2.33
Residence

t value
-1.479

.140
t value
-0.917

.359
t value
-0.363

.717
t value
-2.601

.010**with family 2.68 2.23 2.82 2.17
without family 2.77 2.28 2.84 2.35
Grade

F value
3.222

.040*
F value
2.231

.108
F value
0.946

.389
F value
5.849

.003**
1st 2.67 2.17 2.78 2.12
2nd 2.69 2.30 2.83 2.25
3rd 2.83 2.30 2.89 2.42
Religion

F value
1.944

.101
F value
0.301

.878
F value
0.953

.433
F value
0.608

.657

Christian 2.61 2.26 2.76 2.21
Catholic 2.83 2.30 2.98 2.31
Buddist 2.68 2.39 2.69 2.40
etc 2.30 2.17 2.83 1.92
none 2.72 2.24 2.85 2.25
Sleeping time

F value
1.189

.314
F value
1.687

.151
F value
3.682

.006**
F value
4.645

.001**

below 4 times 2.89 2.50 3.19 2.58
4 – 6 times 2.75 2.29 2.90 2.35
6 - 8 times 2.69 2.26 2.76 2.18
8 –10 times 2.56 2.05 2.59 1.87
above 10 times 2.86 2.35 2.6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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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Differences in life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variables 

Characteristic
Family stress Friend stress

Opposite sex
friend stress

Professor stress

Mean t/F p Mean t/F p Mean t/F p Mean t/F p
Sex

t value
-1.995

.046*
t value
-0.249

.803
t value
-0.749

.454
t value
-2.395

.017*Male 1.56 1.40 1.62 1.70
Female 1.75 1.42 1.68
Residence

t value
2.934

.003**
t value
-0.210

.833
t value
-1.130

.259
t value
.581

.496with family 1.80 1.41 1.64 1.89
without family 1.62 1.42 1.71 1.85
Grade

F value
0.674

.510
F value
.357

.700
F value
.258

.772
F value
3.291

.038*
1st 1.71 1.44 1.70 1.81
2nd 1.69 1.40 1.67 1.84
3rd 1.82 1.40 1.65 2.00
Religion

F value
0.168

.955
F value
0.170

.954
F value
0.164

.957
F value
0.823

.511

Christian 1.71 1.42 1.69 1.82
Catholic 1.65 1.40 1.59 1.78
Buddist 1.79 1.48 1.65 2.03
etc 1.67 1.54 1.72 1.63
none 1.73 1.41 1.67 1.89
Sleeping time

F value
4.243

.002**
F value
5.069

.000**
F value
3.160

.014*
F value
3.642

.006**

below 4 times 2.21 1.95 2.13 2.37
4 – 6 times 1.74 1.38 1.64 1.87
6 - 8 times 1.71 1.42 1.68 1.84
8 –10 times 1.58 1.33 1.64 1.72
above 10 times 1.43 1.30 1.35 2.22
* : p<0.05, ** : p<0.01.

<Table 6-1> Differences in life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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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스트레스요인중취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

스, 가치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과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우울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가치

관문제로인한스트레스가우울감에미치는영향력이가

장 높았다. 학생들의 일주기성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변

인들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일주기성이 우울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저녁 활동형 일수

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이를 설명하는 회귀식의 설

명량은 32.6%이다<Table 9>.

B t Tolerance VIF
Adj
R2

F

constant -.117 -.747

.326 37.889**

Stress of getting a job .099 2.234* .631 1.585
Economic stress .075 1.841 .621 1.634
Academic stress .154 3.685* .619 1.616
Stress of value .276 6.787* .520 1.924
Family stress .093 2.178* .582 1.718
Friend stress -.059 -1.106 .570 1.754
Opposite sex
friend stress

.022 -.536 .694 1.441

Professor stress .032 .751 .612 1.635
Circadian rhythm .259 5.029* .932 1.073
* : p<0.05, ** : p<0.01.

<Table 9>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Characteristic
Circadian rhythm State of depress

Mean t/F p Mean t/F p
Sex

t value
1.765

.078
t value
-4.119

.000**Male 2.67 1.78
Female 2.57 2.14
Residence

t value
0.706

.480
t value
-2.546

.011*with family 2.60 2.01
without family 2.57 2.17
Grade

F value
1.761

.173
F value
16.077

.000**
1st 2.63 1.91
2nd 2.56 2.06
3rd 2.54 2.36
Religion

F value
0.981

.417
F value
0.445

.776

Christian 2.62 2.01
Catholic 2.46 2.06
Buddist 2.69 2.13
etc 2.50 2.13
none 2.58 2.11
Sleeping time

F value
2.541

.039*
F value
9.147

.000**

below 4 times 2.38 2.85
4 – 6 times 2.55 2.15
6 - 8 times 2.65 1.98
8 –10 times 2.55 1.80
above 10 times 2.40 2.40
* : p<0.05, ** : p<0.01.

<Table 7> Differences in circadian rhythm and state of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variables 

Variables A B C D E F G H I J
A Stress of getting a job 1
B Economic stress .368* 1
C Academic stress .527* .377* 1
D Stress of value .494* .508* .458* 1
E Family stress .206* .486* .228* .412* 1
F Friend stress .172* .343* .137* .337* .526* 1
G Opposite sex friend stress .131* .300* .071** .295* .425* .497* 1
H Professor stress .235* .374* .285* .497* .412* .495* .368* 1
I Circadian rhythm .115* .145* .245* .123* .103* .019 .019 .090* 1
J Depression .372* .368* .418* .494* .295* .169* .140* .288* .267* 1
* : p<0.05, ** : p<0.01.

<Table 8>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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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연구는전문대학생을대상으로우울수준을측정하

고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변인들과 일주기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이들 변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였

다. 분석결과첫째, 학생들의우울수준은 PHQ-9 척도상

평균 7.96점으로높지않은것으로보이지만제안된기준

에따라분류해보면 ‘중간정도우울증’과 ‘심한우울증’에

해당하는 학생이 237명(34.5%)으로 현재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상황이며당장에치료는필요하지않더라도가벼

운 우울증이 있어 관심이 필요한 학생까지 포함하면

71.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결과는대학생의 32.8%가 우울을경험하고있

다는기존연구결과보다약간더높은수치로상당수의

전문대학생이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학적특성에따른우울, 대학생활스트레스,

일주기성과의 관계에서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

았으며 부모와 별거시,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경제

적스트레스, 가치관문제등의순서로나타났다. 대학생

활스트레스변인들과인구학적특성과의관계에서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거의 모든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족

과의 스트레스, 교수와의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

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친구 또는 이성친구

로인한스트레스를제외한모든스트레스가 3학년이높

게나타났다. 특히취업및가치관문제로인한스트레스,

교수와의스트레스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 3학년이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여부는 일부 변인

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여러 변인들과 일관성 있

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학생들의음주, 수면, 일주기성에대한연구에서 수

면은 대학생들의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음주와

일주기성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즉 음주를

하면 저녁 활동형이 되기 쉽고 이는 수면부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음주 수준과 수면 시간은 일주기성과 상

관관계가있으며, 이때대학생활스트레스, 우울 등과관

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변인들과 일주기성, 우울

감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일주기성과 친구와의

스트레스, 이성과의스트레스는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

았다. 회귀모형에 따른 우울감과의 관계에서는 가치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일주기성, 학업스트레스, 취업스

트레스의순으로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기의 자아정체감의 혼란, 학

업 및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 준비 등이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하고자 한 학생들의 일주기성과 우울과의 관계는 저녁

활동형 일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일주기성과 대학생활 부적응, 우울증에 대한 연구에서

저녁활동형에가까울수록대학생활부적응의정도가높

아지고우울증의성향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와일치한

다[22] 따라서 학생들에게 지나친 저녁 활동형 생활패턴

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고 생활리듬 개선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노력이필요하다. 또한학업스트레스와취업스트

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변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이는대학생의자살과우울에관한연구결과

와일치한다. 박재연(2014)은취업문제, 학업문제, 가치관

문제, 경제적문제등에서어려움을겪을때우울을겪으

며우울이잘치료되지않을경우자살에까지영향을미

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16].

학업, 취업, 가치관 정립, 경제적 독립 등 당면문제를

해결해야하는학생들에게대학과지역사회는관심을갖

고주의를기울여야한다. 그리고이러한문제를갖고있

는 학생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시

스템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일부지역전문대학생에게한정되어

있고 표본이 여학생 85%, 남학생 15%로 여학생들에게

치우쳐져있어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몇가지변인만을사용하고일부척도의경우단

순한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변인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주기성과 수면시간을 단순 측정하였으나 대학생의 일

주기성과수면시간은음주, 인터넷, 학업등기타많은교

란변수들의영향을받으므로이들교란변수를제어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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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고 대학

생활스트레스요인들과일주기성이우울에미치는영향

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주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687부

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34.5%가 현재 우울증

치료가필요한상황이며당장에치료는필요하지않더라

도 가벼운 우울증이 있어 관심이 필요한 학생까지 포함

하면 71.6%에 이르고있다. 우울은여학생이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부모와 별거시,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

다. 여학생이남학생보다대학생활스트레스가높았으며

취업 및 가치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수와의 스트

레스는 3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변인들과 일주기성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에서일주기성, 친구와의스트레스, 이성과의스

트레스는상관관계가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다. 회귀모

형에 따른 우울감과의 관계에서는 가치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일주기성,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의순으

로우울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학생들

의일주기성과우울과의관계는저녁활동형일수록우울

감이 높았다. 따라서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

치관, 취업, 학업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프

로그램개발과운영이필요하며학생들에게지나친저녁

활동형의문제점을알리고생활리듬개선을위한가정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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