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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건강수준에 따른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고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의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경로분석 결과, 연령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
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적 증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우울과 불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크기 및 경
로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경로분석

Abstract  The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consciousness and health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re related to physical symptoms, psychological symptom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while it examined how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affected by 
the physical symptom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 colleg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path analysis, age, with the social support as a medium, appeared to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while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had been found, wi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a media, to affect the students' campus life satisfaction, 
with physical symptoms positively while depression and anxiety negatively. In conclusion, the study verified 
mediated effects, sizes and paths of bo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hen they are related to physical 
symptoms, psychological symptoms and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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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생들은 심리   사회 으로 독립을 이루려는 

혼란과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고, 응하려는 욕구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

입학을 시작으로 학생활 응, 학비부담, 가치 단, 진

로, 인 계, 부모로부터의 독립, 취업, 미래의 불확실성 

 종교 등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1-4]. 이와 같은 문

제가 지속될 경우 반 인 학생활의 불만족을 래할 

뿐 아니라 졸업 후 사회활동에도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스트 스를 잘 조

하고, 균형을 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체 , 정신   

사회  건강의 유지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5, 6]. 

학생들은 이런 스트 스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  

 심리  특성에 해 자아평가를 하게 된다. Kliewer와 

Sandler[7]는 높은 자아존 감을 지닌 사람과 낮은 자아

존 감을 지닌 사람은 정 인 사건에 해 유사하게 

반응하지만 부정 인 사건에 해서는 상이하게 반응한

다고 하 다. 하지만 반 로 자아존 감이 낮으면 어려

운 사건에 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의 정서

심 인 처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 다. 다시 말해 자

아존 감은 개인의 스트 스 처방식에 정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8-12].

그리고  한가지 스트 스 상황을 효과 으로 조

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요인으로 사회  지지를 들 수 있

다[13, 14]. 사회  지지는 주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

서  지지 외에도 물질 , 정보 , 평가 인 사회  지지

는 개인의 심리  응을 도와주며, 좌 을 극복하게 하

여 문제해결의 도 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다[15, 16]. 특히 사회  지지는 학생의 건

강한 신체발달, 학교  사회생활의 응과 만족도 향상, 

각종 심리  제반문제 해결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호 한 계를 형성하고 있다[2, 17]. 

재까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의 부분은 단

순히 소화기계 장애, 동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  증상, 

우울  불안 등의 심리  증상, 신체  증상과 심리  

증상과의 계, 그리고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수

과 학생활만족도와의 계를 밝히는 단편 인 연구

에 불과하 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생활과 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신체 , 심리  증상을 비롯

하여 사회  지지수 , 자아존 감  학생활만족도의 

계에 한 다각 인 근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생의 일반  특성, 건강수 에 따

른 신체  증상, 우울  불안의 심리  증상, 자아존

감, 사회  지지, 학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악하고자 

한다. 한 심리   신체  증상과 학생활만족도와

의 계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가 매개되는 경로

를 규명함으로써 이들 변수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 상은 북소재 학생 1200명 조사 자료에서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9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조사방법은 개

별자기기입에 의한 설문 조사법을 사용하 다. 2011년 6

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구목 과 설문지 작성법을 

연구 상자들에게 설명한 후 직  기입하게 하여 회수

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와 척도, 문항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ing Instrument
Instrument n  Scale Cronbach's α

Physical 

symptoms
18 5 0.93

Depression 21 4 0.90

Anxiety 21 4 0.94

Self-esteem 10 5 0.82

Social support 25 5 0.97

College life 

satisfaction
17 5 0.89

신체  증상을 측정하기 하여 한덕웅[18] 등이 개발

한 신체  증상척도를 사용하 다. 신체 증상 측정도구

는 총 18문항으로, 소화기장애 5문항, 심  장애 6문항, 

동통 4문항, 불면증 3문항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가 낮을수록 신체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는 0.93으로 나타

났다. 우울척도는 Beck[19]의 BDI를 이 호와 송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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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 번안한 척도이며 불안척도는 Beck 등[21]이 불안

과 우울을 구별해주는 새로운 측정도구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한국어로 표 화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 다. 우울증상과 불안척도는 가각 21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는 각각 0.90과 0.94 이다. 사

회  지지는 황윤경[22]이 박지원[23]의 사회  지지 척

도  간 으로 지각한 사회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표 화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사회  지지는 총 25문

항으로, 정서 지지 7문항, 평가 지지 6문항, 정보 지

지 6문항, 물질 지지 6문항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Cronbach's α는 0.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아

존 감은 Rosenberg[24]의 자아존 감 측정도구를 병

재(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 으며, Cronbach's α는 

0.82로 나타났다. 학생활만족도는 한은성[25]의 “ 학

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 문항을 

사용하 다. 학생활만족도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반

인 학생활 6문항, 학교육의 질 6문항, 행정, 복지서

비스 5문항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는 0.89로 나타났다.

2.2 자료분석방법

조사 자료에서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9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 목 에 따라 각 측정변수들 간의 계를 악하

기 하여 일원분산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 고 통계 

로그램 SPSS 13.0 통계패키지 로그램과 AMOS 5.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여학생이 719명(73.3%), 남학생 262(26.7%)명으로 여

학생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21~25세(62.5%), 20세 이하

(28.1%), 26세 이상(9.4%) 순이었다. 학과는 체 연구

상자  보건계열(50.3%)이 반을 차지하 으며, 의료생

명계열(30.7%), 인문사회계열(11.5%), 자연과학  이공

계열(4.9%), 술체육계열(2.7%) 순이었다. 건강수   

행태에 한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반  건

강수 에 해 건강하다고 인식한 학생은 981명  

783(79.8%)명이었으며, 198명(20.2%)은 건강하지 못하다

고 응답하 다(표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N=981)

Category N %

Gender
Male
Female

262
719

26.7
73.3

Age
Under 20

Between 21~25
Over 26

276
613
92

28.1
62.5
9.4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s
Arts and sports
Biomedicine
Health science

113
48
26
301
493

11.5
4.9
2.7
30.7
50.3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Unsatisfactory

783
198

79.8
20.2

3.2 연구대상자의 신체증상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소화기장애, 심 장

애, 동통, 불면증)의 수는 다음과 같다(표 3). 

<Table 3> Physical Symptoms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Digestive 
disorder

Cardiovascul
ar disorder

Pain Insomnia

Gender 

Male 10.6±4.1 11.8±4.6 9.0±3.7 6.9±2.8

Female 11.6±4.1 12.7±4.8 10.6±3.6 7.1±2.7

t -3.518*** -2.750** -6.114*** -1.095

Age

Under 20 11.1±3.9 12.2±4.7 10.0±3.6 6.6±2.6a

21-25 11.5±4.3 12.5±4.6 10.3±3.7 7.2±2.7b

Over 26 11.0±4.2 13.0±5.3 9.7±3.9 7.3±3.2b

F 1.627 .930 1.232
5.187**

(a<b)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7±3.7 12.4±4.6 9.6±3.6 7.0±2.9

Natural 
sciences

10.0±3.7 11.2±4.1 9.8±3.6 7.0±2.6

Arts and 
sports

11.0±4.5 13.8±5.2 11.3±4.0 7.8±3.4

Biomedicine 11.5±4.5 12.3±4.6 10.0±3.8 7.0±2.7

Health 
science

11.6±4.0 12.6±4.8 10.4±3.6 7.1±2.8

F 2.533* 1.714 2.204 .527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10.9±4.0 11.9±4.5 9.7±3.6 6.7±2.6

Unsatisfact
ory 

13.0±4.3 14.4±5.2 11.9±3.8 8.3±2.9

t -6.446
***

-6.186
***
-7.507

***
-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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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신체증상은 소화기장애, 심 장애, 동통

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통계 으로 높은 수를 보

다(p<0.01). 연령에 따른 수 차이는 불면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p<0.01), 20세 이하보다 21～25세 그

리고 26세 이상에서 불면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학과계열에 따라서는 소화기 장애에서 통계 인 차

이를 보 으나 사후검증 결과 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건강수 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른 신체증상 수

는 4가지 하 척도 모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그룹이 그

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낮은 수를 보 다(p<0.001).

3.3 연구대상자의 우울증상

<Table 4> Depression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Depression t F posthoc

Gender 
 

Male 8.2±7.6
-3.394**

Female 10.1±7.7

 Age

Under 20 8.6±7.1a

5.321** a,c<b21-25 10.2±7.9b

Over 26 8.6±8.3c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8±6.3

1.102
Natural sciences 8.4±6.7

Arts and sports 8.2±7.4

Biomedicine 9.7±8.3

Health science 9.9±7.8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8.6±7.1
-7.646***

Unsatisfactory 13.7±8.6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 수는 다음과 같다(표 4). 

성별에 따른 우울 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의 경우, 20세 이하, 26세 이상의 그

룹보다 21-25세의 그룹의 우울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1).  건강수 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하여 

우울 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1).

3.4 연구대상자의 불안증상

일반  특성에 따른 불안 수는 표 5과 같다. 여기에서 

성별, 학과 계열, 건강수 에 따른 불안 수는 통계 으로 

차이를 보 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 수가 

하게 높았다(p<0.001). 학과계열에 따라서도 불안

수의 차이가 있었으나(p<0.05), 사후검증 결과 학과계열 

간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건강 수 에 따른 차이

는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

변한 응답자의 불안 수가 하게 높았다(p<0.001).

<Table 5> Anxiety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Anxiety t F posthoc

Gender 
Male 14.6±11.8 -5.386

***
Female 19.5±12.7

 Age

Under 20 18.0±12.6

.96921-25 18.5±12.5

Over 26 16.6±13.4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7.1±11.3

2.511*
Natural sciences 13.7±10.9

Arts and sports 19.6±15.2

Biomedicine 17.7±13.2

Health science 19.1±12.4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16.8±12.0
-7.022
***

Unsatisfactory 23.7±13.6

3.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의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기에서 성별, 연령, 학과계열, 건강수

에 따른 자아존 감에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 감이 높았으며

(p<0.001), 연령에 따라서는 20세 이하의 그룹보다 21-25세, 

26세 이상의 그룹의 자아존 감이 높게 나타났다(p<0.01). 

학과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응답자들이 보건 계열의 

응답자들보다 자아존 감의 수가 높았다(p<0.001). 건강

수 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수가 높았다(p<0.001).

<Table 6> Self-esteem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Self-esteem  t F posthoc 

Gender 
Male 35.4±5.8

4.609***
Female 33.6±5.1

 Age

Under 20 33.0±4.7a

7.358** a<b,c21-25 34.5±5.5b

Over 26 34.4±5.8c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9±5.8a

7.902**
* a>b

Natural sciences 35.1±5.5

Arts and sports 35.1±5.3

Biomedicine 34.5±5.7

Health science 33.2±4.9b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34.5±5.4
5.134***

Unsatisfactory 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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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사회  지지는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

지, 물질  지지로 네 가지의 하  척도를 가진다.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의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평가 , 정보 , 물질  지지에서 수가 높았으며

(p<0.01), 연령에 따른 사회  지지의 수 차이는 네 개

의 하  척도 모두에서 통계 으로 차이를 보 는데, 20

세 이하의 그룹보다 21-25세와 26세 이상의 그룹에서 사

회  지지의 수가 높았다(p<0.01). 학과 계열의 경우에

도 사회  지지의 수 차이를 보 는데, 정서  지지의 

경우는 인문사회계열이 보건계열보다 수가 높았으며

(p<0.001), 평가  지지와 정보 지지  물질  지지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이 보건계열보다 

수가 높았다(p<0.001).   건강 수 의 경우 역시 건강하다

고 지각한 그룹이 네 가지 하  척도 모두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한 그룹보다 수가 하게 높았다

(p<0.01). 

<Table 7> Social Support of Research Participants 
Emotional 
support

Appraisal 
support

Informative 
support

Material 
support

Gender 
 

Male 25.7±4.9 22.4±3.9 22.1±4.0 22.0±4.4

Female 25.3±4.5 21.4±3.7 21.0±3.7 21.0±4.0

t 1.332 4.014*** 3.944*** 3.306**

Age

Under 20 24.6±4.8a 20.8±3.7d 20.4±3.7g 20.5±4.0j

21-25 25.7±4.5b 21.9±3.7e 21.6±3.8h 21.4±4.1k

Over 26 26.0±5.2c 22.5±4.1f 22.4±3.9i 22.4±4.5l

F
6.162**

(a<b,c)
10.533***

(d<e,f)
13.146***

(g<h,i)
8.342***

(j<k,l)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6.4±4.5a 22.8±3.5c 22.4±3.9f 22.3±4.5i

Natural 
sciences

26.8±3.9 23.1±3.2d 22.4±3.5g 23.2±3.4j

Arts and 
sports

26.7±5.8 22.9±4.6 21.4±4.2 21.3±5.3

Biomedicine 25.7±4.7 22.1±3.6 22.0±3.5 21.6±4.2

Health 
science

24.8±4.6b 20.9±3.7e 20.6±3.8h 20.6±3.9k

F
5.240***

(a>b)
12.600***

(c,d>e)
10.606***

(f,g>h)
8.721***

(i,j>k)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25.7±4.7 22.0±3.7 21.5±3.8 21.5±4.1

Unsatisfacto
ry 

24.1±4.4 20.6±3.7 20.5±3.7 20.3±4.1

t 4.366*** 4.620*** 3.464** 3.699***

  

3.7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만족도

학생활만족도의 하  척도는 반 인 학생활, 

학 교육의 질, 행정복지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  특성

에 따른 수 차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성별에 따

라서는 행정복지서비스에서 수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연령별로는 

학 교육의 질과 행정복지서비스에서 20세 이하가 

21-25세보다 수가 높았다(p<0.05). 

학과 계열의 경우, 반 인 학생활에서만 인문 사

회계열  보건계열보다 의료생명계열의 수가 하

게 높았다(p<0.001). 건강 수 에 따른 차이는 반 인 

학생활과 행정복지서비스에서 건강하다고 지각한 그

룹이 불건강하다고 지각한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

다(p<0.05).

<Table 8> College Life Satisfa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College life 

in general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Welfare 

administrati

on service

Gender 

 

Male 19.0±3.5 18.0±4.3 13.3±4.2

Female 18.6±3.1 18.0±3.8 14.0±3.6

t 1.621 .189 -2.113*

Age

Under 20 19.1±3.1 18.6±3.7a 14.9±3.5c

21-25 18.5±3.2 17.8±4.0b 13.4±3.7d

Over 26 18.8±3.6 17.7±4.4 12.8±4.3

F 2.654
4.530*

(a>b)

18.885***

(c>d)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7.7±3.1a 17.7±3.5 13.4±3.7

Natural 

sciences
18.5±2.8 18.2±3.8 14.1±3.5

Arts and 

sports
19.4±2.1 19.1±3.6 15.4±3.1

Biomedicine 19.5±3.2b 18.0±4.4 13.5±4.1

Health science 18.5±3.2c 18.0±3.9 14.0±3.6

F
8.633

***

(a,c<b)
.650 2.475

*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19.0±3.1 18.1±4.0 13.9±3.8

Unsatisfactory 17.8±3.2 17.5±3.8 13.3±3.7

t 4.706*** 1.923 2.187*

3.8 대학생활만족도 모형의 경로 분석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NFI 0.914, CFI 0.927, GFI 

0.92, AGFI 0.891, TLI 0.911, RMSEA 0.072로서 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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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Table 9> Goodness-of-fit index of research 
model

χ² df Q값 RMSEA NFI  CFI GFI AGFI TLI

759.17 125 6.073 0.072 0.914 0.927 0.92 0.891 0.911

학생의 신체  증상, 심리  증상과 학생활만족도

의 계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와의 인과 계를 

살펴보기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표 11).

<Table 10> The Results From Path Analysis On 
The Campus Life Satisfaction

Path

coefficient of path

C.R. non-standa

rdization
S.E.

standardi

zation

Physical 

Symtoms→

Self-

esteem

0.205 0.091 0.129 2.261 0.024

Depression→

Self-

esteem

-0.285 0.022 -0.412 -12.987 ***

Anxiety→Self

-esteem
-0.101 0.023 -0.239 -4.419 ***

Depression→

Social support
-0.087 0.017 -0.169 -4.999 ***

Anxiety→→

Social support
-0.026 0.01 -0.084 -2.669 0.008

Self-

esteem→

Social support

0.3 0.024 0.404 12.408 ***

Age→Social 

support
0.798 0.19 0.117 4.208 ***

Health 

Level→C.L.S
-0.319 0.16 -0.067 -1.999 0.046

Major→C.L.S 0.102 0.04 0.086 2.545 0.011

Social 

support→

C.L.S

0.135 0.022 0.265 6.202 ***

Self-

esteem→

C.L.S

0.035 0.015 0.091 2.3 0.021

*C.L.S : Campus Life Satisfaction

일반  특성인 연령은 사회  지지에 직 효과를 미

치며(경로계수 0.789, p<0.001, 효과크기 0.117), 한 

학생활만족도에 사회  지지를 매개로하여 간 인 효

과를 나타낸다(효과크기 0.031, p<0.05).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으며 이를 매개로 하여 학생활만족도

가 높았다.

학생활만족도에 직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학

과(경로계수 0.102, p=0.011, 효과크기 0.086), 건강수

(경로계수 -0.319, p=0.046, 효과크기 -0.067), 자아존 감

(경로계수 0.30, p<0.001, 효과크기 0.091), 사회  지지

(경로계수 0.135, p<0.001, 효과크기 0.265)로 나타났다. 

<Table 11> Effect Size of Path Analysis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Path

Standardiz

ed Effect 

Size
 

Direct 

Effect

Age→ Social support 0.117 0.019

Major→ College life satisfaction 0.086 0.014

Health level→ College life satisfaction -0.067 0.054

Physical symptoms→ Self-esteem 0.129 0.023

Anxiety→ Self-esteem -0.239 0.005

Depression→ Self-esteem -0.412 0.004

Anxiety→ Social support -0.084 0.011

Depression→ Social support -0.169 0.006

Self-esteem→ College life satisfaction 0.091 0.082

Self-esteem→ Social support 0.404 0.012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265 0.018

Indirect 

Effect

Age→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031 0.007

Physical symptoms→ Self-esteem→ 

College life satisfaction
0.026 0.014

Anxiety→ Self-esteem,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07 0.004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126 0.007

따라서 학과별 차이로, 건강수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에 직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신체  증

상(경로계수 0.205, p=0.024, 효과크기 0.129), 우울(경로

계수 -0.285, p<0.001, 효과크기 -0.412), 불안(경로계수 

-0.101, p<0.001, 효과크기 -0.239) 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에 직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자아존

감(경로계수 0.3, p<0.001, 효과크기 0.404), 우울(경로계

수 -0.087, p<0.001, 효과크기 -0.169), 불안(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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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p<0.001, 효과크기 -0.084)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외에 학생활만족도와의 계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하여 간 인 향을 미치

는 변수는 신체  증상(효과크기 0.026), 우울(효과크기 

-0.126), 불안(효과크기 -0.07)으로, 이는 신체  증상이 

정 인 향을, 우울과 불안이 부정 인 향을 미치

는데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하여 학생활

만족도에 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학생들의 일반  특성, 건강수 에 따른 

신체  증상, 심리  증상, 자아존 감, 사회  지지  

학생활만족도 차이를 악하고 신체  증상, 우울, 불

안의 심리  증상과 학생활만족도와의 계에서 자아

존 감과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일반  특성과 련하여 신체증상의 차이에 한 이

방락 등[26]의 연구에서는 신체증상의 빈도와 수 에 있

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하 으며, 선행 연구[27, 28]

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많은 빈도의 신

체증상과 보다 높은 강도의 신체증상을 보여, 본 연구결

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족

계나 장래에 련된 스트 스를 더 많이 받는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스트 스 요인으로 요하게 작용하는 취업 련 스트

스 요인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 않아 다른 연구[29]와

는 직  비교할 수는 없어 이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

별로는 21세 이상이, 건강수 에서는 불건강하다고 인식

하는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소화기장애, 심 장애, 동

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증상을 보 다(p<0.05). 

심리  증상의 경우, 우울증상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

로서 성별로는 여학생이, 연령은 21-25세에서, 건강수

이 낮은 그룹이 통계 으로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불안 증상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서 성별로는 

여학생이, 건강 수 이 낮다고 인식한 그룹의 불안 수

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신체  증상과 심리 증상은 상호 연 성이 매우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과 불안이 증가할수록 신체

증상도 증가하는데[28-31], 신체 증상과 심리 증상과 

높은 상 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경우, 성별로는 여학생

이, 연령은 21-25세와 26세 이상의 그룹이, 학과 계열별

로는 인문사회계열이, 건강수 이 높은 그룹이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상황에서 스트

스 사건의 부정 인 향을 완화시켜주는 요한 내  

자원으로 자아존 감과 우울   불안은 의미 있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34]. 본 연구에서 우

울  불안은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와 음의 상

계를 보 는데, 이는 선행연구[32, 33]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생의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 수 이 학생의 정

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학생활만족도의 선행 연구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이, 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학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가 높

을수록 학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본 

연구에서 학생활만족도의 경우, 성별로는 여학생이, 연

령별로는 20세 이하가, 학과의 경우 의료생명계열이, 건

강수 이 높은 그룹이 높은 수를 보 다(p<0.05).

각 변수들과의 상 계는 자아존 감과 정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이들을 포함한 

사회  지지는 서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이들

과 우울, 불안, 소화기 장애, 심  장애, 동통, 불면증과

는 음(-)의 상 계를 보 다(p<0.001). 

경로분석 결과, 연령은 학생활만족도와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신체  증상, 우울, 불

안은 학생활만족도와의 계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는데, 신체  증상은 

정 인 향을, 우울과 불안은 부정  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 신체  증상, 심리  증상과 학생

활만족도와의 계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매

개효과와 크기  경로를 확인하 다. 따라서 신체  증

상과 우울, 불안의 심리  증상을 감소시키고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증진과 함께 학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과 추후 인과 계를 밝

힐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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