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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미용관련대학 재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미용관련 대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학교생활스트레스 수준은 M=2.40으로 중간수준 이하였으나, 하위요인 중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
레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장래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M=3.21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자기
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력이 가장 높았으며, 과제난이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학교생
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이, 우울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우울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스트레스 중 학업문제와 가치관문제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학업문제와 가치관문제는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신감과, 자기조절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 가치관, 자기조절
 

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tress of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gainst 366 students from beauty-related college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stress of 
college lif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levels, the stress of college life was an intermediate level or lower 
(M=2.40). Among subordinate factors, ‘academic performanc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future career’ and 
‘economic difficulties’ in terms of a stress level. The self-efficacy was more than an intermediate level 
(M=3.21). Among subordinate factors, ‘self-regulation’ was the highest while ‘difficult assignment’ was the 
lowest in terms of a stress level. Second, the stress of college lif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bu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addition,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Third, in the stress of college life, ‘academic performance’ and ‘values’ had a 
positive effect. In self-efficacy, ‘academic performance’ and ‘values’ revealed a positive effect while 
‘confidence’ and ‘self-regul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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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생활이 시작되는 청소년 후기는 성인으로 넘어가

는 과도기로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생활을 비하기 

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 하는 시기이다. 인간의 발달 과

정  혼란스러운 시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장래에 

한 불확실성, 성인으로서의 확 된 역할과 격한 학

습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응

하고 심리 , 경제-사회  독립을 비하는 과정에서 많

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1].

스트 스는 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  는 신체 인 긴장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린 시 부터 진 으로 변화를 겪는 다른 나라 은이

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에 들어와서야 진

로문제로 인한 좌 과 갈등  학생활 응에 있어 혼

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발표된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15~24세)의 69.6%가[2] 

반 인 생활에서 스트 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 고 

2010년 연합뉴스 보도자료에서는 학생의 46%가 만성

스트 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학생

들이 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 인 스트

스는 학업문제, 인간 계문제, 진로  취업문제 등을 들

고 있다[3].

학생의 스트 스는 수 에 따라 신체증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여 자신감

의 감소, 인 계의 실패, 학업에 지장을 래하여 학교 

응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1]. 심태경[4]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5][6] 들은 스트 스가 높은 학생

일수록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이 더 나쁘다고 밝혔고 

생활스트 스가 높을수록 인 계에도 어려움을 느낀

다고 하 다.

생활스트 스는 신체  정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스트 스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처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이러한 상은 스트 스 완충모델(stress buffering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스트 스 완충요인 개

인  자원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은 우리가 추구하고 선

택한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두 주[7]는 자기효

능감이 스트 스의 부정  효과를 감소시키며, 삶에 

한 만족도를 증가시킨다하 고 스트 스 사건의 부정

인 향을 완화시켜 주는 요한 변수라고 하 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  구체  자신

감의 강도를 의미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신념의 정도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 함으로써 어려움과 좌 에 

처하는 효능감으로서 실 회피가 아닌 실에 한 

정 인 극복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재 진행 인 행

동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ndura[8]는 인간행동을 유발하고 조 하는 자기효

능감이 불안이나 우울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자

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  요구에 처할 때 자신

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여 스트 스가 발생하

고 능력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자기효능이 높

은 사람은 심과 능력을 상황 인 요구에 맞게 발휘하

고 문제들을 극복하기 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는 사람은 높은 목표수 의 

설정과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발생되는 차이로 인해 부정

인 정서를 유발하고 자기비하  성향을 띠기 때문에 

우울이 유발된다. Bandura[8]는 우울은 성취되지 못한 

목표, 낮은 사회  효능감, 낙담이 되는 사고를 반추함으

로 생기게 된다고 하 다. Silver 와 Wortman[9]은 우울

은 정신과 분야의 스트 스로 인한 응문제  큰 비

을 차지하며 겸구, 김교헌, 이 석[10]의 연구에서 학

생들의 생활스트 스가 우울과 높은 상 계를 보 다. 

다양한 심리  부 응을 동반하는 생활스트 스는 특히 

우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스트 스에 한 반응

이며 낮은 자아존 감, 연령, 성, 가족구성원의 우울력, 

스트 스 인 사건  환경 등이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1]. 

한 선과 김근면[12]은 간호 학생은 다른 공과 달

리 임상실습과 수업에 한 부담으로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 는데, 이혜경[13]도 간호 학생들

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한 학습방법의 병행으로 

학생활 동안 더 높은 스트 스를 받고 있다고 하 다. 이

에 미용 공 학생 역시 실습과 수업을 병행함에 있어 

겪는 스트 스 경험은 간호 학생들과 유사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용 공 학생들의 학과 응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한 연구와 출신교교별 미용 공 학생의 자

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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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졌지만, 미용 공 학생들의 스트 스, 우울, 자기

효능감에 해 연구된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생활스트 스와 

자기효능감, 우울의 상 계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미용 공 학생들의 학교생활  일상생활과 

련하여 생활스트 스를 낮추고 자아효능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해 필요한 기  자료를 제

공 하고자하 다. 나아가 건강한 사회 성장과 사회 응

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 련 학생들의 학생활스트 스, 자기효

능감, 우울의 수 이 어떠한가? 

둘째, 미용 련 학생들의 학생활스트 스, 자기효

능감, 우울의 계는 어떠한가? 

셋째, 미용 련 학생들의 학생활스트 스와  자기

효능감이 우울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내용 및 방법론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있는 미용 련 학 재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 학생 400명을 표집 하 다. 자료 수

집은 2013년 5월20일에 6월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검

사는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하고 직  

검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388

부가 수집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기재 락이 많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366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조사 방

법은 연구자가 부산지역의 미용 학을 직  방문하여 설

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법 설문 방법을 사용하 고, 

일부는 미용 학을 방문하여 학 리자에게 조를 얻

어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 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 구성은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학생활 스트 스 50문항, 자기효능감 21문항, 우울

(K-BDI)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1 학교생활 스트레스 척도

학교생활 스트 스척도는 겸구, 김교 , 이 석[10]

이 개발하여 주 [1]이 수정ㆍ보안하여 사용한 학생활 

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학업문제(7문

항), 경제문제(7문항), 장래문제(7문항), 가치  문제(5문

항), 이성문제(6문항), 교수문제(6문항), 동성친구문제(5

문항), 가족문제(7문항) 등 8가지 하 요인을 포함하며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스트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생활스트 스 척도 체의 신뢰도는  

Crombachs' α =.946로 나타났으며, 하 역별로, 학업

문제 .819, 경제문제 .903, 장래문제 .820, 가치 문제 .830, 

이성문제 .900, 교수문제 .897, 동성문제 .907, 가족문제 

.862로 나타났다.

2.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아 [14]이 수정

ㆍ보완하여 주 [1]이 사용한 일반  자기효능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측도는 자신감(5문항), 자기조  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4문항)으로 세 개 하 역을 

포함하며 총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 Crombach‘s 

α =.825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730, 자기조  .813, 과제난

이도 .758로 나타났다.

2.2.3 우울

우울 척도는 이민규이 도입한 한국  Beck 우울척도

(K-BDI)를 장미[15]가 사용하 고 본 연구에서도 이 우

울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우울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기 한 목 으로 제작된 자기보고형 척도로, 우

울증의 인지 , 정서 , 동기 , 신체  증상 역을 포함

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 에서 3

으로 채 되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Crombachs' α =.898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19.0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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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9 7.9

Time to Select 

Department

Middle School 85 23.2
Female 337 92.1 10th Grade 94 25.7

School Year
Freshman 207 56.6 11th Grade 75 20.5
Sophomore 158 43.2 12th Grader 111 30.3

Selection of 

Department

My Own Choice 256 69.9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Satisfied 299 81.7
Recommended by 

Others
110 30,1 Dissatisfied 67 18.3

High School

Classical 212 57,9

Current Major

Hairdressing 149 40.7
Technical 131 35.8 Skincare 138 37.7

Others 23 6.2
Makeup 66 18.0
Others 13 3.6

척도의 신뢰도는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정

(Crombach's α)을 실시하 다.

연구문제와 련하여 학교생활스트 스, 자기효능감, 

우울의 수 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으며, 변인들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학생활 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변인들의 향력을 악하

기 하여 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2 미용관련 대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 자

기효능감, 우울의 수준

학교생활스트 스 수 은 M=2.40으로 간수  이하

으나, 하 요인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 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장래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신윤아[3]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업문제, 장

래  진로문제, 동성친구 계, 가족 계, 교수와의 계, 

이성친구 계, 경제문제, 가치  문제 순으로 스트 스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으나, 신

일선[16]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

 부담과 이에 따른 갈등으로 받는 스트 스는 진로 등

의 장래문제, 인 계문제, 가정문제, 경제문제, 자기 자

신에 한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희[17]의 연

구에서는 학업, 진로, 인간 계, 건강, 취업, 인 계 기

술 등에서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혜정[18]의 연구에서는 장래문제와 가치 문제, 그리

고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 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 학교 학생활문화원과 숙명여자

학교 학생생활상담소에서는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 스원으로 학업문제와 진로  취업문제 순으로 나

타났는데 김성경[19]의 학 신입생들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취업  진로, 학습 련스트 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 [20]은 학생들은 실 으로 

부딪히는 학업, 취업 등의 진로 비와 가치  형성의 문

제에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이외에 

자아에 한 이상과의 괴리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정서 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하 다. 이는 학생

들이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에 들어가는 과도기로서 겪게

되는 새로운 환경의 요구와 생리 , 심리  사회  변화

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결과라고 보인다[16].

자기효능감은 M=3.21로 간수  이상으로 자기효능

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  자기조 력이 

가장 높았으며, 과제난이도가 가장 낮았다. 연구 상자의 

체의 우울정도는 평균 10.58로 나타나 체 으로 낮

은 우울수 을 보 다.

추미애․박아청[2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

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 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트 스 상황에서 효율 인 처를 

하고, 동기를 하시키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응과정에서 일어나

는 다양한 문제들에 해 효율 이고 극 으로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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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ress of College Lif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Academic  Performance 1.00

2. Financial Problem .28
**

1.00

3. Future Career .46** .27** 1.00

4. Values .48
**

.40
**

.46
**

1.00

5. Relationship with Boy/Girl 

Friend
.18** .32** .41** .39** 1.00

6. Relationship with Professor .31
**

.38
**

.29
**

.49
**

.36
**

1.00

7. Relationship with Friends .24** .32** .33** .43** .52** .52** 1.00

8. Family Problem .34
**

.52
**

.47
**

.52
**

.56
**

.48
**

.62
**

1.00

9. Confidence -.27** -.05 -.29** -.32** -.08 -.16** -.18** -.21** 1.00

10.Self‐regulation -.27
**

-.06 -.25
**

-.22
**

-.22
**

-.16
**

-.24
**

-.23
**

.22
**

1.00

11. Difficult Assignment -.31** .06 -.20** -.15** -.05 -.05 -.04 -.12* -.07 .38** 1.00

12. Depression .35
**

.27
**

.29
**

.39
**

.20
**

.28
**

.24
**

.29
**

-.34
**

-.23
**

-.074 1.00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Table 2> Stress of College Lif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Levels among Students 
from Beauty-related Departments

Variable N M SD

Stress of 

College 

Life

Academic 

Performance
360 2.88 .70

Financial Problem 356 2.66 .90

Future Career 352 2.71 .73

Values 358 2.53 .80

Relationship with 

Boy/Girl Friend
356 2.03 .84

Relationship with 

Professor
360 2.24 .82

Relationship with 

Friends
360 1.80 .80

Family Problem 360 2.17 .74

Total 322 2.40 .55

Self

efficacy

Confidence 363 3.16 .65

Self‐regulation 345 3.32 .43

Difficult 

Assignment
361 2.94 .67

Total 339 3.21 .39

Depression 365 10.58 .866

3.3 학교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상관관계

학교생활스트 스,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상 계

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스트 스

의 학업문제는 학교생활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 우울

과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

신감, 자기조 , 과제난이도와는 부 상 이 있었다. 경

제문제는 학교생활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 우울과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과는 부 상 이 있었으며 과제난이도와는 정

상 이 있었다. 장래문제는 학교생활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 우울과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과는 부 상 이 있었다. 가

치 문제는 학교생활스트 스의 하 요인, 우울과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

기조 , 과제난이도와는 부 상 이 있었다. 이성문제는 

학교생활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 우울과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 과제난이도와는 부 상 이 있었다. 교수문제는 학교

생활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 우울과는 정 상 이 있

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 과

제난이도와는 부 상 이 있었다. 동성문제는 학교생활

스트 스의 다른 하 요인, 우울과는 정 상 이 있었으

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 과제난

이도와는 부 상 이 있었다. 가족문제는 우울과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r=-.21), 자기조 (r=-.23), 과제난이도(r=-.12)와는 부

상 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기조 과는 

정 상 이 있었으며 과제난이도(r=-.07)와 우울(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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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Stress of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mong Students from 
Beauty-related Colleges

Variable
Model1 Model2

B β B β

Stress of

College Life

 Academic Performance 1.925 .155
**

1.822 .144
*

Financial Problem .929 .097 1.070 .111

Future Career 1.132 .095 .340 .028

Values 2.267 .211** 1.744 .158*

Relationship with Boy/Girl Friend -.076 -.007 -.041 -.004

Relationship with Professor .487 .046 .439 .041

Relationship with Friends .307 .028 .161 .015

Family Problem ‐-.021 ‐-.002 ‐-.018 ‐-.002

Self

efficacy

Confidence ‐-3.042 -.219
***

Self‐regulation ‐-2.643 -.128*

Difficult Assignment 1.198 .090

Constant

F Value

Adjusted R2

D‐W Coefficient

‐-7.546

10.278***

.188

1.981

11.131

9.240***

.233

2.013

과는 부 상 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과제

난이도와는 정 상 이 있었으며 우울(r=-.23)과는 부

상 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과제난이도와 

우울(r=-.074)과는 부 상 이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생활스트 스는 자기효능감과는 부 상 이, 우울

과는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우울은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고 

우울은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홍지연[11]은 학생들의 주된 스트 스 요인이 학교

생활, 인 계, 가정환경,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  문

제라 하 는데 이는 스트 스와 우울 의 계에서 스트

스 요인들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은 이은진[22]의 일반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효능감 체가 우울과 유의한 부 상 이 있다는 

과 일치하 다. 

두 주[7]는 우울은 스트 스와 정  상 계를 보

으며 자기효능감과는 부 계가 있다고 하 다. 심 배

[23]는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우울 수 이 매우 높은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다. 조미 [24]은 우울이 삶의 

질과 부 인 상 이 있다하 는데 자기효능감과 우울은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임선 [25]의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정도, 우울  

자기효능감과의 상 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낮고, 우울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우울 수 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미용관련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활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간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05 ～ .62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하여 Durbin 

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1.981～2.013로 나타나 자기

상 이 없는 것으로 밝 졌다. 한 분산팽창계수(VIF)

는 1.427～2.486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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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스트 스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모델 1) 학

업문제(β=.155)와 가치 문제(β=.211)가 우울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8% 다. 

모델 2에서는 학생활스트 스를 통제하고 자기효능감

을 투입한 결과 학업문제(β=.144)와 가치 문제(β=.158)

는 정  향을 미치며 자신감(β=-.219)과, 자기조  (β

=-128)은 우울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문제와 가치 문제가 많을수록, 자신감과 자기조

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은 

23.3%로 모델 1과 비교하여 4.5%가 향상되었으며, 변인

들  자신감(β=-.219)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스트 스에 히 반응하고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은 높은 자기효능감이다. 

Weekes 와 Savedra[26], 김선혜[27]는 높은 수 의 자기 

효능감은 정신건강과 정 인 상 계에 있다하 고 

Maciejewski[2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스트 스 사

건이 우울증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공수자와 이은

희[17]는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미치며 겸구[10]는 학생활 스

트 스가 정신병리  신체병리와 정  상 계를 나타

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주[7]는 스트 스가 자기

효능감에 부  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부

인 향을 미친다 하 다. 이것은 스트 스가 우울에 직

으로 향을 주고 있음은 물론 자기효능감과의 부  

계를 통해 우울에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하 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부산지역에 있는 미용 련 학 재학생 366명

을 상으로 학생활스트 스,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

치는 향을 악하 다. 

첫째, 학교생활스트 스 수 은 하 요인  학업문제

로 인한 스트 스가 가장 높았고,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우울수 을 보 다. 

둘째, 학교생활 스트 스,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상

계에서는 학교생활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고 우울은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

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활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학교생활스트 스  학업문 

학업문제와 가치 문제가 많을수록, 자신감과 자기조

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다. 

이상의 결과로 학생들이 학생활  학업에 한  

스트 스를 최소화 하는 다양한 공 교육 로그램 운

과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착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동기 유발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한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심이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트 스를 이

고 우울을 낮추어 자신감이 높고 정 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미용 련 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를 한 제언으로 조사지역과 상을 확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미용 련 학생들의 

공별 학생들을 상으로 비교 연구를 한다면 더 좋은 연

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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