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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일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우울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우울에 대한 융합적
영향을 밝혀 보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 304명으로 하였다. 우울은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학업소진이 증가할수록, 불안이 
증가할수록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 학
업소진 및 불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는 취업상담, 학업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을 위한 자원의 확충 및 다양한 개입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 대학생, 우울,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convergent influence on de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 12, 2018 to Dec. 14, 2018 and the target was 
randomly selected 304 students from colleges located in J area.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nxiety.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showed that 
the job seeking stress, the higher academic burnout and the higher anxiety tend to increase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o lower college students' depression, it is necessary to try to lower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nxiet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for employment 
counseling, academic counseling, and expansion of resources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various 
interventions that lower the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In future studies, the survey about 
additional factors of influence on the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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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은 대학의 재학생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학습과 
전문직업인으로써 역량을 키워나가는 예비 지식인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벗어나 성인에 접어들어, 줄어든 제약
으로 생활의 자유가 확대되는 시기에 있다[1]. 현대의 대
학생은 취업 시기 및 직장 선택과 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
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교과정으로부터 이어지는 학
업부담이 경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분야의 학습밀도
는 가중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하여 임시
고용에 종사하기도 하고, 최근의 청년실업문제에 따라 시
행되고 있는 직업인성, 창업 및 취업교육 등이 수반하는 
전공학습의 집중력 분산의 위험이 있으며, 미래에 대하여 
심화되고 점증되어가는 불안감 등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
다[2].

대학생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취업여건의 악화 및 청
년실업 확대로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3], 다양한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에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2]. 시대
적인 상황이 주는 높은 취업 장벽은 대학생에게 전공학
습부담 증가, 현장실무능력 강화, 자격 및 면허증 취득 필
요성 증대, 취업 및 직장인성교육 부여, 창업 및 혁신에 
대한 의욕 및 경향의 주입은 가까운 선배세대가 무리하
게 경험하지 못하였던 정서적인 압박을 발생시키고 있다
[1]. 대학생 시기에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압박으로 연계되
어, 무력, 냉소 및 소모감을 일으켜 신체 및 정서적 탈진
을 유도할 수 있고[2], 학업에 대한 냉담 및 무능감으로 
학업수행이 문제를 경험하는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
다[4]. 이와 같이 청년실업 문제가 주는 취업스트레스 및 
이에 따르는 학업소진은 부적응 및 긴장상태를 야기하여 
정신적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다[4].  

대학생의 취업 및 학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심리 및 정
서적 불안이 주는 압박을 조절하는 방어기전을 약화하고
[5], 소외된 감정이 심리적 장애를 높이고 사회기술의 습
득을 방해하여, 개인의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자
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상실, 침울, 무력감 및 무가치
감 등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우울 수준을 
높일 수 있다[6]. 대학생의 우울은 신체적인 활동 및 정신
적인 기능의 부전으로 일상생활 활동의 장애 및 관심, 동
기, 의욕 및 사고과정의 결함으로[7,8], 개인 및 주변 환
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1],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의욕 
및 자신감 결여, 학업의 집중력 약화와 현실의 불안감 확
산으로 연계될 수 있다[9]. 이와 같이 대학생의 우울문제
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필수인 관리가 필요한 

요소이며,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관련요인의 탐색 노
력이 필요하다[9].

대학생의 우울문제의 관련성을 조사한 기존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의 연관성이 보고되
었고[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
치며[4],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성이 있고
[2,3], 여고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불안과 연결되어 우울에 
영향을 주며[10,11],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우울문제
에서 중점요인으로 지적되었고[12,13], 여대생의 우울은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완화될 수 있으며[7,9], 불안과 
우울은 상호관련성이 제시되었다[14]. 기존조사에서는 
우울과 관련성을 보이는 각각의 요인과 우울에 대한 지
협적인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
진 및 불안이 갖는 상호간의 관련성 및 융합적 영향을 파
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성격, 
가정환경, 학업, 학교환경 및 취업불안 등의 취업스트레
스와, 학업에 대한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인한 학업소
진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원인이 불명
확한 내적 감정충돌로 일어나는 불안이 상호 관련되어 
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분,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및 신체활동 등의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
된 우울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우울과의 관계가 조사되어 보고된 요인들 간의 
인과성에 의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취업스트레스, 학업
소진, 불안 및 우울의 상호간의 영향력과 상대적인 중요
도를 분석하는 융합적인 접근을 초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요인 간 및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는 취업상담, 학
업 상담,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자원의 확충 및 다
양한 교육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 J지역 소재 임의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였
다. 자료의 적정한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
[15]을 이용하여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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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Sub-domains No. Range Mean±SD

Normality Validity Reliability

Min Max Skewnes
s

Kurtosi
s

λ
>.5

CMIN/DF
<3

p
>.05

NFI
>.9

CFI
>.9

TLI
>.9

RMSEA
<.08

Cronbach'α
(%)

Job seeking stress(CMI) 22 22-110 34.42±14.58 22 88 1.38 1.10 1.69 .15 .99 .98 .99 .04 95.8

 Personality stress 6 9.80±4.49 6 26 1.24 0.84 .88 89.9

 Home environment 
stress 5 7.85±3.99 5 22 1.49 1.42 .78 89.6

 Schoolwork stress 4 6.59±3.41 4 20 1.24 0.78 .83 88.4

 School environment 
stress 4 6.04±2.92 4 19 1.61 2.14 .80 89.8

 Unstable job stress 3 4.15±2.03 3 13 1.97 3.35 .88 84.0

Academic 
burnout(MBI-SS) 15 15-75 40.29±10.23 15 75 -0.18 0.14 1.26 .29 .99 .99 .99 .03 89.8

 Exhaustion 5 13.60±4.74 5 25 -0.02 -0.46 .78 90.3

 Cynicism 4 9.95±4.02 4 20 0.24 -0.52 .75 92.4

 Inefficacy 6 16.74±4.87 6 30 0.16 0.59 .53 90.9

Anxiety(BAI) 21 0-63 9.93±9.59 0 48 1.40 2.02 .99 93.6

Depression(CES-D) 20 0-60 14.75±10.56 0 54 1.08 0.89 .99 91.6

Table 1. The normality, validity and reliability of used scale

여 검정력을 분석하였을 때, F기각역 1.54, 최소 필요 표
본수 24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400
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338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84.5%), 응답이 부실한 34명을 
제외한 3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현장에 조사원
이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및 활용, 설문조사에 대
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설문 작성방법, 개인정보
보호 엄수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조사지 작성에 동의를 
표명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무기명 구조화조사지를 
배포하고 조사현장에서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
여, 즉시 회수함으로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2.2 측정도구
설문지는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로 구

성하였다. 취업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측정도구(CMI:Cornell 
Medical Index)[16]를 번안 및 수정하고 타당도를 검증
한 취업스트레스 척도[17]로 하위영역은 성격, 가족환경, 
학업, 학교환경, 취업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함을 의미
한다.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18]의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MBI-SS)를 번안 
및 보완하여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19]로 하위영역은 탈
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 일수록 학업
소진이 높음을 나타낸다. 불안은 Beck 등[20]의 자기보
고식 측정도구인 Beck Anxiety Inventory(BAI)를 한국
판으로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21,22]로 높은 

점수일수록 불안이 높음을 나타낸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
하여 사용한 도구는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우울 
수준에 대한 측정도구인 CES-D[23]의 한국판 측정도구
[24]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Table 1은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항수, 점수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타당도 및 신뢰도를 나타낸다. 조사된 척도들의 
왜도값과 첨도값이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으므로 정규
성은 수용할만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p, χ2/df, 표준요인
부하량(λ)의 값들이 기준에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
용된 척도들의 타당도를 수용할만한 것으로 보았다. 변인
들을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 or consistency)는 취업스트레스 .958, 학업
소진 .898, 불안 .936 및 우울 .916으로 나타나 사용된 
측정도구는 높은 내적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2.3 자료처리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잠재변수는 모
형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하였고, 관측변수는 각각의 구
성요소를 선택하였으며, 모수의 추정은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모형의 개개 경로에 대한 단순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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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1 2 3 4 5 6 7 8 9
1. Depression(CES-D) 1 　 　 　
Job seeking stress(CMI)
  2. Personality stress .484** 1 　 　 　 　 　 　 　

  3. Home environment stress .301** .690** 1 　 　
  4. Schoolwork stress .404** .725** .630** 1 　 　
  5. School environment stress .303** .683** .658** .675** 1 　 　
  6. Unstable job stress .311** .778** .673** .576** .698** 1 　 　
Academic burnout(MBI-SS)
  7. Exhaustion .410** .411** .242** .324** .212** .207** 1 　 　

  8. Cynicism .401** .360** .133* .337** .186** .208** .593** 1 　
  9. Inefficacy .317** .154** .024 .204** .119* .160** .105 .379** 1
10. Anxiety(BAI) .665** .397** .358** .299** .287** .262** .269** .198** .169**

* : p<.05, ** : p<.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 factors

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이론적인 모
형의 구조를 지원하면서 수용할만한 모형적합도를 나타
내는 변수를 선택하여 적합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방
정식 모형에서 내생잠재변수는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
로, 외생잠재변수는 취업스트레스로 구성하였으며, 경로
도에는 유의한 경로계수만을 나타내었다. p<.05을  통계
량의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 77.6%, 남학생 22.4%, 연령은 21세미만 60.9%, 
21세이상 39.1%, 체질량지수는 18.5미만 17.8%, 
18.5-22.9 61.8%, 23-24.9 10.9%, 25이상 9.5%, 종교
유무 있음 41.8%, 없음 58.2%, 집안의 경제사정 좋음 
66.1%, 나쁨 33.9%, 부모의 양육태도 허용적 79.6%, 엄
함 20.4%, 교수와의 관계 좋음 94.7%, 나쁨 5.3%, 따돌
림이나 폭력 경험 있음 13.2%, 없음 86.8%, 음주 여부 
함 68.1%, 안함 31.9%, 흡연 여부 함 14.8%, 안함 
85.2%, 규칙적 식사 여부 함 26.6%, 안함 74.4%, 규칙적 
운동시행 여부 함 23.7%, 안함 76.3%이었다.

3.2 우울 및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 보듯이, 우울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영

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
교환경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하
위영역인 탈진, 냉담 및 무능감과, 그리고 불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ontrol variable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68(22.4)

Female 236(77.6)
Age(year) <21 185(60.9)

21≤ 119(39.1)
BMI(kg/m2)† <18.5  54(17.8)

18.5-22.9 188(61.8)
23.0-24.9  33(10.9)
25≤  29( 9.5)

Religion Yes 127(41.8)
No 177(58.2)

Economics status of family Good 201(66.1)
Difficult 103(33.9)

Parental rearing attitudes Acceptable 242(79.6)
Strict  62(20.4)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Good 288(94.7)
Bad  16( 5.3)

School bullying or violence experiencedYes  40(13.2)
No 264(86.8)

Drinking alcohol Yes 207(68.1)
No  97(31.9)

Cigarette smoking Yes  45(14.8)
No 259(85.2)

Regular Eating Yes  81(26.6)
No 223(73.4)

Regular exercise∥ Yes  72(23.7)
No 232(76.3)

†The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BMI score are as follows. Under 
weight(≦18.4), normal weight(18.5-22.9), Over weight(23.0-24.9), 
Obese(25.0≦)
∥: At least three times a week, more than 30 minutes at a time.

Table 2. Demographic factor of subjects      (n=304)

3.3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1개의 외생개념(취업스트레스)과 2개의 내생개념(학

업소진, 불안 및 우울)을 이론적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였
다. 이론적 변수의 관측변수는, 취업스트레스는 CMI의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
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및 취업불안스트레스로, 학업소
진은 MBI-SS의 하위영역인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불안은 BAI로, 우울은 CES-D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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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rro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cademic burnout(MBI-SS) Anxiety(BAI) Job seeking stress(CMI)  Z  SMC¶

Academic burnout(MBI-SS)    .312** .064 .097

Anxiety(BAI)   (.217**)∥    .335** .266 .205

Depression(CES-D)  .354** .512**   .108* .201 .583

 * : p<.05 ,  ** : p<.01,  ¶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able 5.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d3

Depression

.335

.217

Anxiety .512

Job seeking stress

Academic burnout

.108

.354

V3

V8

e3 .83

.51
e8

V10

1.00

e1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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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d1

V6e6
.78

1.00

d2
V2e2

.80

V4e4

V1e1
.88

V5
.92

e5

V7e7 .75

.80

V1 Personality stress(CMI) V5 Unstable job stress(CMI) V9 Anxiety(BAI)
V2 Home environment stress(CMI) V6 Exhaustion(MBI-SS) V10 Depression(CES-D)
V3 Schoolwork stress(CMI) V7 Cynicism(MBI-SS)
V4 School environment stress(CMI) V8 Inefficacy(MBI-SS)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χ2 = 30.155(df = 22), χ2/df = 1.371, p = .115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24
GFI(Goodness of Fit Index) = .981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5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35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 .982
TLI(Tucker-Lewis Index) = .9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95

Table 4. Model identification

Table 4에서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에서 χ2= 
30.155(df=22)이며, χ2/df=1.371로 판단기준치 3이하
이고, 유의확률은 판단기준치 .05이상인 p=.115이었고, 
원소간 평균차이(RMR)은 .05이하인 .024이였으며, 기초
부합치(GFI)는 .9이상인 .981이었고, 조정부합치(AGFI)
도 .9이상인 .953이었으며,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
(RMSEA)는 .08이하인 .035로 나타났다. 한편, 증분적합
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9이상인 .982이었고, 

비표준적합지수(TLI)는 .9이상인 .990이었으며, 비교부
합지수(CFI)는 .9이상인 .995로 나타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었다.

Table 5 및 Fig. 1에서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
재변수의 효과를 표준경로계수로 보면,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에 대해 .312로 정(+)의 직접효과, 불안에 대해 
.335로 정(+)의 직접효과와 우울에 대해 .108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생변수간의 효과를 표준경로계수
로 보면, 학업소진은 불안에 대해 .217로 정(+)의 직접효
과와 우울에 대해 .354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불
안은 우울에 대해 .512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
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SMC)
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을 9.7%, 취업스트레
스 및 학업소진이 불안을 20.5%, 취업스트레스, 학업소
진 및 불안이 우울을 58.3% 설명하였다. 우울에 대한 취
업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5%, 그 외 모든 경로계수는 
1%수준 내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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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조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
이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시행되
었다.

우울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은 취
업스트레스의 5가지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및 취업불안
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3가지 하위영역인 탈진, 냉담 및 
무능감과, 그리고 불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우울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취업스트레스
[2,3,7,9,12,13], 학업소진[10,11] 및 불안[5,14]은 본 조
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 가정환경, 학
업, 학교환경 및 취업불안이 유발하는 취업스트레스는 미
래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우울
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학업에 
대한 탈진, 냉담 및 무능감으로 신체 및 정신적 피로감과 
조절감이 낮아지고 자존감과 실패에 대한 조절력이 저하
되는 학업소진은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원활치 못한 대인
관계를 이끌 수 있는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인이 불명확한 내적 감정충돌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미감한 반응인 불안은 몸과 마음의 불건강을 이끄
는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취업 문제가 심화되고, 학업부담이 가중되며, 위험에 
민감한 대처를 보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자
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유연하고 적절히 행동하며, 학
업소진을 낮추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고 불명확한 내적 감정충돌을 스스로 극복
해 나가는 긍정심리역량을 강화하는 상담 자원의 개발 
및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 외생잠재변수는 취업스트레스로, 
내생잠재변수는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로 하여, 취업스
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였다. 그 결과 모델적합성은 양호하였으며, 표준경로계
수에서 볼 때, 학업소진은 취업스트레스로부터 .312로 
나타났고, 불안은 취업스트레스로부터 .335, 학업소진으
로부터 .217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취업스트레스로부터 
.108, 학업소진부터 .354, 불안으로부터 .512로 나타났
다.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7,9,12,13]. 학업소진이 
높아질수록[10,11], 불안이 커질수록[5,14], 우울이 높아
진다는 기존의 보고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학생에서

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보완 및 활용하여,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졸업 후,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며, 전공
에 대한 학업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동기 및 의지를 통하
여 학업성취를 자발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
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행동함으로써 불안문
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행요소로 관리되어야 하며, 예방인자
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조사에 사용된 척도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식에 의존하였으므로 응답편의
(response bias)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조사
에 사용된 척도의 개발 시기가 상당한 정도로 경과되어, 
타당도 및 신뢰도가 수용만한 수준이더라도 현대의 대학
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우울
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흔하지 않은 실정에서, 대학생
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및 상대적
인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청년취업, 학업부담 및 불안이 
높아지는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낮춰
보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의의
가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근에 대학생의 우울
과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25,26] 등과 
같은 추가요인들을 조사하여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
이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2018
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임의로 선정
된 J지역 소재 대학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대학생 304명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우울은 취업스트레
스, 학업소진 및 불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불안 및 우울의 
인과관계가 확인가 확인되었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학업소진가 높아질수록, 불안이 높아질수록 우울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우울에 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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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인, 취업스트레스, 
학업소진 및 불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
과는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는 취업상담, 학업상담 및 심
리적 안정을 위한 자원의 확충 및 다양한 개입에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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