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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in West South Area
Sunhee Cho, Gyeong-suk Jeon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A sample size of 248 male and 225 female students residing in South Korea
completed the instruments of perceived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Data
was analyzed by ANOVA and multivariate regression. Female presented higher stress level, depressive symptoms, and lower
self-efficacy and active coping.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were self-efficacy, depression, grade, major, academic
achievement, and employment status. Female students, self-efficacy, and academic major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job-seeking stress management program. Depression should be screened when counseling students on high level of job-seeking
stress. (Korean J Str Res 2015;23: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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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최근 통

서

론

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8.7%
에 이르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5), 신규 대졸자 청년

1. 연구의 필요성

실업률은 40.4%에 이른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실제 2014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평균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

54.8%이며, 대부분의 대졸 정규직 취업자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Kim BS, 2014), 수도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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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 비해 지방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활
적응, 발달 과업의 성취, 예상치 못한 주변 상황에의 대처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신체적ㆍ심리적 어려움을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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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불황과 청년 실업, 고

2. 연구 목적

용불안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생활 스트
레스와 더불어 경제적 스트레스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ㆍ전남지역 4년제 대학생들의 취

에 놓여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졸

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업 이후의 미취업 상태는 행동문제, 물질 남용, 정신 질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talano et al., 2007).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취업 청년들의 정신건강상태는 취업한 집단보다 신체

첫째, 광주ㆍ전남지역 4년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

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불안 경향성 모두에

준을 파악한다.

서 취약한 상태를 보였으며,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유

둘째, 취업 스트레스 및 관련 변인들의 남녀 차이 및 상

의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Lee EH, 2004).

관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

셋째, 요인별 하위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치며(Yoon MS et al., 2012), 우울감이 취업스트레스와 자살

파악한다.

생각을 매개한다(Seo IK et al., 2014).

넷째, 취업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

재료 및 방법

과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상반된 견해를 보
이기도 한다. 높은 자기효능감(Cheon MB et al., 2013; Ko KP

1. 연구 고안 방법

et al., 2014)과 문제 중심의 적극적 대처(Renk et al., 2007;
Yoo GS et al., 2013)가 낮은 취업스트레스의 직간접적 영향

본 연구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정

요인임이 보고되었다.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취

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

업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Yoon MS et al., 2012;

적 조사연구이다.

Choi SH et al., 2013)와 취업 스트레스에 남녀차이가 없다는

2. 연구 대상 선택 및 선택 기준

보고(Park KR et al., 2005; Seo IK et al., 2014)가 상반된 견해
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공 계열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가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2년 현재 광주ㆍ전남지역 4년제

차이가 있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으나(Park KR et al.,

대학교에 재학중인 3, 4학년 학생이다. 2011년 전남지역 대

2005; Byun EK et al., 2014; Kang SW, 2015), 이 또한 모두

학교 졸업자가 7,143명임을 근거로 하여 표본 수 산출기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별, 상황별

을 적용하였다. 적정 표본은 인지된 취업 스트레스가 중등

영향 요인이 복합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작용하기 때문일

도 이상인 경우가 전체 모집단의 약 30%로 가정하고 약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

308명을 산출하였다(5% 유의수준, 최대 허용오차 .05). 수

건강의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 또는 중재하기 위해서는 다

거율 60%를 가정하여 총 500부의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

양한 지역, 다양한 시점의 조사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

포하였고, 488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수거율 97.64%),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질문의 응답에 결측이 있는 6부를 제외하고 최종 483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하여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취업스트

3. 연구 방법

레스 관련 선행 연구들의 지역적 분포가 서울ㆍ경기 지역
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ㆍ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스

1) 측정 도구

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1) 취업 스트레스: Jeong ES et al.(2001)이 개발한 취업스

연구에서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

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미취업에 대한 불

으로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을 탐색

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정서

함으로써 광주ㆍ전남지역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관리를

등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전혀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
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5∼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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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가보고형 검사이다 주요

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 하는 9가지 항목에서 최근 2

Chronbach’s α=.81이었다.

주 동안 얼 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전혀 없

(2) 자기효능감: Tipton et al.(1984)의 자기효능감 측정도

음’, ‘며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개의 과업효능감 문항과 10개의

평가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구성된다. 5∼9점일

대처효능감 문항, 그리고 3개의 정서통제효능감 문항, 총

때 경증, 10∼14점일 때 중등도, 15점 이상부터는 중증으로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의 응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

답이 주어진다. 과업효능감은 어려운 과제에 대한 태도, 과

이었다.

제수행에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를 나타내고, 대처효능감

(6) 음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

은 자신감, 자기결정의 정도, 문제해결에 대한 결과기대 등

별도구인 AUDIT (Alcohol Use Disorder of Identification Test)

을 나타내며, 정서통제효능감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두려

의 한국어판 AUDIT-K를 사용하였다. AUDIT-K는 총 10문

움, 수치심, 조절감, 불편함을 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코올의존 관련 3문항, 유해음

Chronbach’s α=.87이었다.

주에 관한 3문항, 위험음주에 관한 4문항으로 지난 1년간

(3) 스트레스 대처: Folkman et al.(1985)이 개발한 대처방

의 음주 행동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0∼4점의 5점 Likert

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

척도이며 총점이 0∼40에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적 대처로 개념화하였는데, 이 중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

음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 9∼12점일 때 위험 음

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가 소극적 대처에는 소망적

주, 13∼19점일 때 고위험 음주, 20점 이상일 때 알코올사용

사고, 감정완화적 대처가 속한다. 총 6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장애로 선별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

있고, 각각의 문항은 “사용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자주

이었다.

사용함” 4점까지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7) 기타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행태 특성: 학년은 취업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정도

스트레스를 흔히 경험하고 호소하는 대학교 3∼4학년을

를 측정하기 위하여 62 문항 중 적극적 대처양식 27문항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전공학문분야는 사범대, 인문사회

(문제중심적 대처 21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6문항)을 사용

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보건계열 및 예ㆍ체능계열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다.

구분하였다. 성적은 (1) ‘0∼1.99’, (2) ‘2.0∼2.99’, (3) ‘3.0∼

(4) 사회적지지: Cohen et al.(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

3.99’, (4) ‘4.0 이상’에 선택 응답하도록 했으며 대상자의

지 평가 질문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사용

응답분포도를 고려하여 분석 시는 이를 ‘2.99 이하 그룹’과

하였다. 이 척도는 네 개의 하위 영역의 지지 기능으로 구

‘3.0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생의 현재의 취업상태

성되어 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얼마나 제

는 (1) ‘최종합격 됨’, (2) ‘아무데도 합격된 곳 없음’, (3) ‘1

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미하는 물리적 지지, 자신의

차 합격 뒤 2, 3차 진행 중’, (4) ‘기타’의 선택을 주고 응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하도록 하였다. 가족의 연평균 소득은 (1) ‘2천만원 미만’,

정보나 충고를 줄 사람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평가적 지지,

(2) ‘2천만원~4천만원 미만’, (3) ‘4천만원~5천만원미만’,

자신과 함께 무엇인가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4) ‘5천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의 심리적 상담서

소속감 지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

비스 제공여부는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로

교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나타

측정하였으며 흡연여부는 ‘현재흡연’과 ‘비흡연’으로 구분

내는 자존감지지로 나누어진다.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

하였다. AUDIT-K를 사용하여 측정한 음주를 제외한 모든

로 되어 있으며, 문항은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관계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행태관련 질적 변수는 회귀분석을

에 대한 사회적 지지요소의 영역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서

위해 더미변수 처리하였다(Table 5).

개발되었다. 원본의 α 계수는 .60∼.92의 범위였고 본 연

2) 자료수집방법: M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구에서는 .93이었다.

(MNUIRB2012003)을 얻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

(5) 우울: 우울증 진단검사인 PHQ-9 (Spitzer et al., 1999)

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광주광역시, 전라

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

남도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5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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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후,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국형 AUDIT도구를 이용하여 음주행위를 측정한 결과, 남

및 조사원들이 선정된 대학을 방문하여 해당 학교 3, 4학

녀연구참여자의 54.0%만이 정상적 음주행위에 해당하였고

년 학생 500명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현장에

나머지 절반이 위험음주(21.1%), 고위험 음주(18.0%) 및 알

서 수거하였다.

코올 의존(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대학에 취업스트레스 관련 상담서비스가

건강행위 및 사회심리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 성별 분포차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7%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 검정 및 평균비교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심리적 특

이상의 자신의 학교에 상담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를 모른

성간의 관계확인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취

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9.5%만이 취업스트레스 관련 상담

업 스트레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향후 취업스트레스 상담

서는 먼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51.4%를

따른 평균차이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é 사후

나타냈다(Table 1).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2. 남녀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

있는 각각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한 이후에
도 독립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

응답자의 취업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4.3±9.3으로 75점

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수 모두를 한꺼번에 포함하

만점 기준 상위 60% 수준에 해당한다(Table 2). 이러한 취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회귀분석

업스트레스 점수는 남성(43.0±9.4)이 여성(45.7±9.1)에 비해

을 위한 기본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특히 독립 변수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자기효능감은 평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분산팽창지수

균 64.0±9.6점으로 만점 90점 기준으로 상위 71% 수준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0∼3.375에 해당하였으

해당하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며 공차(Tolerance)는 모두 1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선 가능

4점 척도의 27문항으로 측정한 적극적 대처 점수는 만점

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PASW

108점 기준에 평균 75.2±11.3점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Ver.18로 하였다.

비하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21). 응답자
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평균 181.8±23.5으로 이는 240만점

결

과

기준으로 75.7% 수준에 해당한다. 사회적 지지의 남녀학생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울 점수는 평균 6.3±4.4점이며

1. 남녀 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9±2.5세이며 여학생(22.2±2.9

다(p＜.001).

세)이 남학생(23.6±1.6세)에 비해 연령이 낮았다(p＜.001).

3. 취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

전공분야의 분포는 인문사회(38.9%), 자연과학(15.7%), 공

지, 우울의 상관관계

학(14.3%)의 순이었으며 보건계열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
였다. 전공분야의 성별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심리적 변수들과 결과 변수인

히 남학생의 경우 공학, 여학생은 보건계열의 분포가 높았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다. 성적의 성별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r=−.42)가 있었으며, 적극

(95.8%)이 남학생(91.2%)에 비해 3.0이상의 성적에 더 많이

적 대처(r=−.17)와 사회적 지지(r=−.28) 또한 약한 부적

분포하였다. 연간 가구 수입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은(r=.29) 취업스트레스와 약한 정

한 학생이 28.0%였으며,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23.8% 있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었다. 응답자의 6.8%만이 현재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4.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취업스

5.0%가 취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진행 중에 있었으며

트레스 정도

77.2%는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응답자의 21.7%가 흡연자였으며, 여성흡연자(5.1%)는 남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

성흡연자(37.5%)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1). 한편 한

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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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economic and heal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male (n=248) and female (n=235).
Variables
Age (yr)
20∼24
25 or over
Grade
th
3
th
4
Major
Humanities/Social science
Education
Natural science
Engineering
Health science
Arts/physical education
a)
GPA
4.0 or over
3.99∼3.0
2.99 or less
Family income per year (Korean Won)
50 million or over
40 million∼49,999,999
20 million∼39,999,999
19,999,999 or less
Current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Not yet, but processing
Others
Smoking
Non-smoker
Smoker
b)
Drinking status by AUDIT
Normal drinking
Risky drinking
High risky drinking
Alcohol dependency
College service for stress management
Yes
No
Do not know
Using the service
Yes
No
Do not know
Not applicable
Intention of using the service
Yes
Fair
No
a)

Male
N (%) or mean±S.D

Female
N (%) or mean±S.D

23.64±1.57
188 (75.81)
60 (24.19)

22.19±2.94
225 (95.74)
10 (4.26)

＜.001
＜.001

22.93±2.45
413 (85.51)
70 (14.49)

149 (60.08)
99 (39.92)

144 (61.28)
91 (38.72)

.852

293 (60.66)
190 (39.34)

83
27
36
58
15
29

(33.47)
(10.89)
(14.52)
(23.39)
(6.05)
(11.69)

Total
N (%) or mean±S.D

(44.68)
(10.64)
(17.02)
(4.68)
(12.77)
(10.21)

＜.001

50 (21.28)
175 (74.47)
10 (4.25)

.118

98 (20.29)
353 (73.08)
31 (6.62)

105
25
40
11
30
24

48 (19.35)
178 (71.77)
22 (8.87)

p

188
52
76
69
45
53

(38.92)
(10.77)
(15.73)
(14.29)
(9.32)
(10.97)

65
35
92
56

(26.21)
(14.11)
(37.10)
(22.58)

70
29
77
59

(29.79)
(12.34)
(32.77)
(25.11)

.613

135
64
169
115

(27.95)
(13.25)
(34.99)
(23.81)

26
187
16
19

(10.48)
(75.40)
(6.45)
(7.66)

7
186
8
34

(2.98)
(79.15)
(3.40)
(14.47)

.001

33
373
24
53

(6.83)
(77.23)
(4.97)
(10.97)

155 (62.50)
93 (37.50)

223 (94.89)
12 (5.11)

＜.001

127
60
44
17

134
42
43
16

(51.21)
(24.19)
(17.74)
(6.85)

378 (78.26)
105 (21.74)

(57.02)
(17.87)
(18.30)
(6.81)

.383

261
102
87
33

66 (26.61)
38 (15.32)
144 (58.06)

68 (28.94)
43 (18.30)
124 (52.77)

.477

134 (27.74)
81 (16.77)
268 (55.49)

21
63
10
154

25
60
9
141

(10.64)
(25.53)
(3.83)
(60.00)

.874

46
123
19
295

134 (57.02)
56 (23.83)
45 (19.15)

.051

248 (51.35)
128 (26.50)
107 (22.15)

(8.47)
(25.40)
(4.03)
(62.10)

114 (45.97)
72 (29.03)
62 (25.00)

b)

GPA: grade point average,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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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21.12)
(18.01)
(6.83)

(9.52)
(25.47)
(3.93)
(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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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e (n=248) and female (n=235).
Male

Variables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Active coping
Social support
Depressive symptoms

Female

Mean

S.D.

Mean

S.D.

42.96
65.50
76.35
182.20
5.61

9.40
10.04
11.51
24.44
4.46

45.71
62.48
73.98
181.30
7.09

9.06
8.76
10.90
22.41
4.18

Total

p
.001
＜.001
.021
.675
＜.001

Mean

S.D.

44.30
64.03
75.20
181.76
6.33

9.33
9.55
11.27
23.45
4.39

Table 3. Correlation of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n=483).
Variables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Active coping
Social support
Depressive symptoms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r

p

r

p

r

p

r

p

1
−.42
−.17
−.28
.29

＜.001
＜.001
＜.001
＜.001

1
.59
.52
−.29

＜.001
＜.001
＜.001

1
.38
−.11

＜.001
.013

1
−.37

＜.001

Depressive symptoms
r

p

1

전공분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구체적으로 인

주로 인문사회분야 전공(47.1±8.9)이 공학(42.7±8.6), 보건계

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사범대 전공에 비해 취업스트레

열(37.7±9.0) 및 예체능기타 분야(41.8±9.8)보다 높은 것으로

스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β=.15, p=.022), 예체

확인되었다(F=10.50, p＜.001). 또한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능계열 학생은 사범대 전공에 비해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따라 취업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

낮았다(β=−.11, p=.033).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

이 확정된 경우(32.0±9.3)는 미취업상태, 취업진행중 및 기

에서 중위권 성적의 학생의 경우는 상위권 학생에 비해 취

타 상태에 있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취업스트레스 정도

업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β=−.09, p=.039).

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25.81, p＜.001). 반면 연령,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취업 확정여부가 취업스트레스 정도

성적, 가구 소득, 흡연 및 음주상태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에 강한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미취업 상태 (β=.44, p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Table 4).

＜.001), 취업진행 중(β=.19, p＜.001) 및 기타 상황에 있는
대학생 (β=.28, p＜.001)은 취업이 확정된 학생에 비해 취

5. 취업스트레스 영향 요인

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학생의 취업스

고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찰

사회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및 건강행태 특성을 동시
에 입력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F값

본 연구는 광주ㆍ전남지역 4년제 대학 3, 4학년 학생들

은 11.90, p＜.001으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

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었으며 공차 및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응답자의

다중공선성 우려를 배제할 수 있었다.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44.3±9.3으로 상위 60%에 위치

사회심리적 특성 중에는 자기효능감(β=−.34, p＜.001),

하고 있었다. 5점 환산 평균은 약 2.95점에 해당하며, 이는

적극적 대처(β=.11, p=.018), 우울(β=.15, p＜.001)이 취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Choi SH et al., 2013; Yoo GS

업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및 건

et al., 2013)의 연구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행연구에서

강행위 특성 중에는 학년, 전공계열, 학업성적 및 취업여부

사용한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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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of job-seeking stress among sub-groups of socioeconomic and heal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n=483).
t or F
(p)

Variables

Mean

S.D.

Total
Gender
Male
Female
Age (yr)
20∼24
25 or over
Grade
th
3
th
4
Major
a
Humanities/Social science
b
Education
c
Natural science
d
Engineering/Technology
e
Health science
f
Arts/physical education
a)
GPA
4.0 or over
3.99∼3.0
2.99 or less
Family income per year
(Korean won)
50,000,000 or over
49,999,999∼40,000,000
39,999,999∼20,000,000
19,999,999 or less
Current employment status
a
Employed
b
Unemployed
c
Not yet, but processing
d
Others
Smoking
Non smoker
Smoker
b)
Drinking status by AUDIT
Normal drinking
Risky drinking
High risky drinking
Alcohol dependency
College counselling service
a
Yes
b
No
c
Do not know

44.30

9.33

42.96
45.71

9.40
9.06

10.63
(.001)

44.4
43.6

9.36
9.18

0.44
(.621)

44.66
44.06

9.78
9.04

0.48
(.489)

47.07
42.85
45.55
42.72
37.67
41.77

8.86
8.97
8.54
8.61
9.02
9.75

43.93
44.27
45.78

9.04
9.44
9.15

a)

구와 기타 다른 도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것은 문
항수가 적으나 사용된 예가 아직 많지 않고, 후자의 것은
문항수가 72개에 달해 연구자들이 30∼50여 개의 문항으

Scheffé

로 각자 축소하여 사용하는 등 도구사용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행연구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지역별, 학교 특성별, 전공별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
해서는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를 포함한 사회심리적 요인들
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단순 비교
에서 여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남학생보다 더 높았
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Sin HK et al., 2003; Choi SH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자 대학생이 스트

10.50
a>d,e,f
(＜.001)

레스를 더 많이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위기감도 더 많
이 느끼며(Park KH et al., 2007; Cheon SH, 2012; Yang KM
et al., 2012)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스트레스 민감
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한다(Sachs, 2014). 그러나, 대학

0.49
(.618)

생 취업스트레스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Park KR
et al., 2005; Yoo GS et al., 2013; Seo IK et al., 2014)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영향 변수들을 보정하지

43.35
44.25
45.64
43.47

9.31
8.33
9.91
8.87

32.03
45.67
43.63
42.57

9.27
8.74
8.37
8.08

44.70
42.84

9.42
8.89

0.44
(.070)

43.56
44.32
46.30
44.76

9.33
10.08
8.36
8.98

1.91
(.127)

42.67
44.35
45.10

9.81
9.27
9.03

3.05
(.049)

않은 단순 성별비교이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가 취업스트

1.94
(.122)

레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성별 단순비교에서는 여학생의 취업 스트
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회귀분석 결과에서 성별의 차

a＜b,c,d
25.81
(＜.001)

이는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적응에 있
어서의 차이는 결국 자기효능감이나 우울 등의 사회심리
적 요인들의 성별차이에 의해 매개되기에 이러한 사회심
리적 요인을 통제한 경우 취업스트레스 적응의 성별차이
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
스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Ko KP et
al., 2014)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a＜c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환경의 요구를 도전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
게 되고 긍정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b)

GPA: grade point average,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스
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매우 크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며(Park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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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te regression of job-seeking stress (n=483).

a)

Variables

Unstandardized β

Standardized β

t

p

Self-efficacy
Active coping
Social support
Depressive symptoms
th
Grade (4 )
th
3
Gender (male)
Female
Major (education)
Humanities/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Health science
Arts/physical education
a)
GPA (4.0 or over)
3.99∼3.0
2.99 or less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Not yet, but processing
Others
Family income per year (50,000,000 or over)
49,999,999∼40,000,000
39,999,999∼20,000,000
19,999,999 or less
College counselling service (yes)
No
Do not know
Smoking (non-smoker)
Current smoker
b)
AUDIT score
2
Adjusted R =.34, F=11.90 (p＜.001)

−0.33
0.09
−0.02
0.31

−.34
.11
−.06
.15

−6.57
2.37
−1.31
3.52

＜.001
.018
.192
＜.001

−1.97

−.10

−2.64

.008

−0.57

−.03

−0.73

.465

2.77
−0.87
0.66
−0.20
−3.38

.15
−.03
.03
−.01
−.11

2.29
−0.57
0.47
−0.14
−2.14

.022
.568
.640
.890
.033

−1.85
−1.36

−.09
−.04

−2.07
−0.84

.039
.399

9.74
8.34
8.47

.44
.19
.28

6.42
3.95
4.78

＜.001
＜.001
＜.001

0.81
1.13
−1.02

.03
.06
−.05

0.69
1.26
−1.03

.489
.209
.302

0.879
1.307

.04
.07

−1.93
0.10

−.06
.07

0.80
1.585

−1.65
1.78

.424
.114
.100
.076

b)

GPA: grade point average,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2008), 스트레스 증상의 강력한 예측요인이 자기효능감으

생각에의 영향은 모두 단면연구에 기초하기에 둘 사이의

로 밝혀진 바 있다(Han KS, 2005). 따라서, 효과적인 취업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우울이 취업스트레스

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와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대학생 취

효능감 향상 전략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업스트레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우울과

우울과 취업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다중

자살 예방 중재 혹은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근거가 충분하

회귀분석결과 취업스트레스의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 할 것이다. 대학 내에서 취업 스트레스 관련 상담을 할

최근의 선행연구 결과(Choi SH et al., 2013)에서도 우울은

때, 스트레스 외에도 우울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함께

취업스트레스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스

파악한다면 조기에 우울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트레스 역시 우울 및 자살생각에까지 직ㆍ간접적인 영향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우울이 남학생에 비해

요인으로 확인되었다(Yoon MS et al., 2012; Seo IK et al.,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선행연구들(Park KH,

2014), 본 연구결과와 기존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우울의

2008; Park YR et al., 2013)을 지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

취업스트레스에의 영향 및 취업스트레스의 우울 및 자살

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86

조선희ㆍ전경숙：대학생 취업스트레스와 영향요인

우울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학생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문사회계열이 기타 계열보

취업스트레스 관리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

다 가장 높았고 보건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계

학생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

열별 취업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취업스트레스가 달라지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 때문(Chae CK et al., 2009)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시기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문제중심의

별, 지역별로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차이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와 같은 적극적 대처를 더 많

가 많다. 본 연구와 같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행연구(Renk et al.,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보였으며(Park KR et al., 2005; Byun

2007; Yoo GS et al., 2013)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대처 유형

EK et al., 2014), 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낮은 취업률

은 자기효능감과 같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것으

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로 알려져 있는데(Folkman et al., 1985; Park KH, 2008), 이

는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취업스트레스에 더 효과

낮으며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예체능계열이 유의한 영향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울이 더 적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인으로 분류되어 취업가능성이 높은 계열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는 취업스트레스와 약한 음의 상

취업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관관계를 보여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를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치된 의견이 거의 없었다. 본

더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중회귀분

연구와 같이 예체능계열 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석에서는 적극적 대처가 취업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요인

연구결과(Park KR et al., 2005)도 있지만, 반대로 일반계열

으로 나타났으나 그 방향이 상관관계와는 반대였다. 이는

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Byun EK et al., 2014;

자기효능감과 적극적 대처와의 강한 상관관계(r=0.59; p

Kang SW, 2015). 이는 계열특성 혹은 전공의 취업가능성

＜0.001)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부보다는 그 외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

적극적 대처와 상관성이 높은 자기효능감 변수를 고려한

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무용 전공 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상태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의 독립적 영향력은 취업스트레

조사한 연구에서 무용 전공자 내에서도 취업스트레스의

스와 음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높

분포는 다양했으며 경제적 상태나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사회적지지(r=0.52; p＜0.001)의 경

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HK,

우도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력이

2008). 따라서,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경우 취업스트레스 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

리를 위한 전략에서 경제적 상태, 전공만족도 등을 복합적

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만을 측정한 바,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향후 연구에서 정서완화와 소망적 대처 등 소극적 대처를

으로 생각된다.

포함하여 대처의 영향정도를 상세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학업성적이 3.0∼3.99의 중간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적극적 대처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적이 4.0이상의 높은 수준의 학

효과를 상쇄했거나, 대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덜 취약한 것으로 파

있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대처 유형의

악되었다. 대학교 취업지도 과정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

사용이 스트레스 적응으로, 소극적 대처의 사용이 부적응

이 취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스트레스가 적을 것이

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기 보다는 실제 대학생들의 대처 방

라고 생각하여 성적이 높은 집단의 취업스트레스를 간과

법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일 것으로 생각된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생각해

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해야

본다면, 오히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주변의 기대가 크고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대처 방법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

놓여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취업스펙을 쌓아야

업스트레스 관리 전략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뿐 아니라 다

하거나 대기업과 같은 높은 취업 목표를 가지고 있을 가능

양한 유형의 대처방법을 원활히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

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취업지도나 취업 스트레스 상담을

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할 때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

본 연구 결과에서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정도

되며 오히려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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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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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48명의 남학생과 225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우울 증상 등을 측정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취업 스트레스,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더 낮은 자기 효능감과 적극적 대처를 나타내었다.
취업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들로는 자기 효능감, 우울 증상, 학년, 전공, 성적, 취업 상태가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여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자기 효능감 향상 전략 개발, 그리고 전공
영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집단 프로그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을 상담할 때에
는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중심단어: 대학생, 우울, 취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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