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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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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과 우울 
차이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학년,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이 
지방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문제해결중심, 사회지지추구,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동시 투입한 결과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유의하게 불안과 우울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 이후 전염병 상황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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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1년이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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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으

로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신보건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

태’라고 규정하였으며(조수선 외 2020),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등 정신건강 관련 신조어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자신

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위협, 가족이나 친척이 감염되거나 혹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한 개인 생활의 

자유나 사회적 활동의 제한,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사람이 불안, 분노, 고립감, 애도, 무료함, 우울 등 상당한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최지욱 2021). 2020년 9월에 실시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에 따르면, 불안 위험군은 18.9%로 5월 조

사 15%보다 높았으며, 우울 위험군은 22.1%로 5월 조사 18.6%보다 높게 나타났

다. 또한, 2020년 7월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

나 우울은 대학․대학원생(43.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조유빈 2020). 이러

한 통계결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인들의 불안, 우울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정신건

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대학생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학 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 대부분의 수업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

로 변경되고, 이런 변화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이 과도한 과제 부여, 스크린을 

통한 학습으로 인한 피로누적 등으로 많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윤정 2020), 생소한 수업환경 속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

고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족으로 휴학을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소

정 2020). 또한, 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이 넓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같은 강도 높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더 높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이동훈 외 2016; Mihashi 

et al 2009)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 더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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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불안감, 답답함, 안타까움, 체념, 포기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노성동 2020), 또 다른 질적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코

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고 외출 자체로 인해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고 하였다(강진호 외 2020). 전라북도의 한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장준혁 외 2020)에도, 대학생들의 공포 정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우울과 스트레스 정서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서는 

유의한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 관련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성과, 수업만족도, 학습경험, 새로운 교수법 개발 

등 제공된 교육의 평가,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연구들(강미선 외 2021; 권영문 외 

2020; 김영희 2020; 조지수 외 2021; 최현실 2021) 위주로 수행되었을 뿐, 대학

생들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관련 소수의 연구도 

질적으로 살펴본 연구나 특정 대학의 표본으로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

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감염병과 달리 오랜 기간 우리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은 대학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심은정 2016; Gao et al 2020). 대학생의 가정환경은 혼자 사는 

경우가 배우자와 살거나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 점수가 낮았다(정애리 외 2020). 우울의 경우에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심은정 2016; Grant et al 2002). 대학생

의 가족관계는 우울관련 요인 중 가장 큰 효과 크기를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곽현주 

외 2013),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비취업 상태이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우울 증상을 

가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용 2021). 대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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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민기채 

외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이전 대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 

특성을 보여주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지역, 거주형태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의 차이를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비슷한 감염병 사태 시 고위

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

는 방식이 그들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대학생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활동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급격한 

적응을 강요받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자유

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제약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송원익 외 2016) 코로나19로 인해 여가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재 대학생들은 평소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조애리 외 2011; Mantler et al 

2005).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국내 대학생들이 어떠한 대처방식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문제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회피지향 대처전략과 

정적 상관이, 문제해결중심 전략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gase 

et al 2009). 또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함경애 외 2011). 아울러 재난 상황 및 

질병 발생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추구 행동 및 개인의 대처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Labrague et al 2020; Turner 2015; Xia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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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0; 유혜진 외 2020), 적절한 지원 시스템과 대처 기술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Ogińska-Bulik et al 2020; 

Wu et al 2016). 이런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대처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나 주위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활용하는 접근이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대처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대학생들에게도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위험요인으로, 문제해결중심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은 보호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선례가 없는 특수한 

감염병 사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 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전략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심리

적 문제에 작용하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 등)에 따른 우울과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이 지각하는 우울과 불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추후 비슷한 전염병 상황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 

동거인 유무)에 따른 우울, 불안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의 

우울,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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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고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대학생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주지하였다. 본 설문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총 1,034명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332명(32.1%), 여자는 702명(67.9%)이며, 서울 및 경기

는 307명(29.7%), 광역시는 307명(29.7%), 지방은 420명(40.6%)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254명(24.6%), 2학년은 255명(24.7%), 3학년은 254명(34.6%), 4학년 

이상은 271명(26.2%)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이 없는 학생은 180명(17.4%), 동거

인이 있는 학생은 854명(82.6%)으로 나타났다. 

변수 N %

성별
남자 332 32.1

여자 702 67.9

지역

서울 및 경기 307 29.7

광역시 307 29.7

지방 420 40.6

학년

1학년 254 24.6

2학년 255 24.7

3학년 254 24.6

4학년 이상 271 26.2

동거인 유무
없음 180 17.4

있음 854 82.6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측정도구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년, 동거인 유무 등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10문항과 정신건강(불안,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GAD-7)를 사용하였으며, 스

트레스 대처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K-CSI)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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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PHQ-9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Nease, Maloin 2003). DSM-IV의 주요우

울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반응은 ‘전혀 없음’, 

‘며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5점 이상이면 경미한 우울, 10점 이상이면 경도의 우울, 15점 이상이

면 중등도의 우울, 20점 이상은 고도의 우울로 평가하고 있다(송대기 외 2016).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질문지는 안제용(2013)이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의 

표준화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6으로 나타났다.

2)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GAD-7)

GAD-7은 범불안장애 환자를 선별 및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불안 

또는 걱정과 관련된 7가지 문항에 대해 그 정도를 0점(전혀 없었다)에서 3점(거의 

매일 괴로웠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체크하도록 한 자가보고형 측정도구이다

(Spitzer et al 2006). 총점은 0-21점으로, 총점이 5점 이상이면 경미한 불안, 

10점 이상이면 중도 불안, 15점 이상은 매우 심한 중증도 불안으로 구분되었다(황

숙연 2015).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90으로 보고되었으며(김신향 외 2016; 

김용 외 2017),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1로 나타났다.

3）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K-Coping Strategy Indicator, 

K-CSI)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 양식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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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Amirkhan(1990)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형태의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전체 33문항이며 대처 양식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problem solving), 회

피중심(avoidance), 사회적 지지추구(social support seeking)의 3가지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각각 11문항을 포함하고 있다(신혜진 외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질문지는 신혜진(2002)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정은주 외 2012).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추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7, 문제해결중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9, 회피중

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9로 나타났다.

3．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불안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여성(M=5.40, SD=4.50)이 남성

(M=5.36, SD=4.84)보다 불안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95). 우울은 여성(M=7.31, SD=5.45)이 남성

(M=6.64, SD=5.76)보다 우울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은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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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72).

2) 학년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학년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1학년(M=5.10, SD=4.47), 2학년(M=5.72, 

SD=4.69), 3학년(M=5.19, SD=4.47), 4학년 이상(M=5.54, SD=4.78)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78). 우울은 1학년(M=6.76, SD=5.61), 2학년

(M=7.24, SD=5.61), 3학년(M=6.89, SD=5.39), 4학년 이상(M=7.47, SD=5.61)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42).

3) 지역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지역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서울 및 경기(M=5.62, SD=4.64), 광역시

(M=6.05, SD=4.82), 지방(M=4.74, SD=4.35)으로 광역시의 불안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31)=7.789, 

p<.05). 우울은 서울 및 경기(M=7.54, SD=5.75, 광역시(M=7.71, SD=5.62), 지방

(M=6.31, SD=5.27)으로 광역시의 우울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31)=7.189, p<.05). 또한 Scheffe’s 

test를 통해 지역별 정신건강(불안,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 모두 서울/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동거인 유무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동거인 유무에 따라 불안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동거인이 없는 학생(M=5.42, 

SD=4.63)이 동거인이 있는 학생(M=5.38, SD=4.61)보다 불안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917). 우울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M=7.17, SD=5.60)이 동거인이 없는 학생(M=6.74, SD=5.36)보다 우울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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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 또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55).

변인 분류
불안 우울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성별
남성 5.36±4.84

-.132
6.64±5.76

-1.798
여성 5.40±4.50 7.31±5.45

학년

1학년 5.10±4.47

1.032

6.76±5.61

.898
2학년 5.72±4.69 7.24±5.61

3학년 5.19±4.47 6.89±5.39

4학년 이상 5.54±4.78 7.47±5.61

지역

서울/경기 
(a)

5.62±4.64
7.789***
(c<a.b)

7.54±5.75
7.189***
(c<a.b)광역시 (b) 6.05±4.82 7.71±5.62

지방 (c) 4.74±4.35 6.31±5.27

동거인 
유무

없음 5.42±4.63
.104

6.74±5.36
-.926

있음 5.38±4.61 7.17±5.60

*p<.05. **p<.01. ***p<.001.

<표 2> 인구통게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2.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과는 표3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의 경우 세 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95, p<.05). 

마찬가지로 우울의 경우에도 세 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4, p<.05). 이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이 불안과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 

(예측이 아니라 완화인 듯...?)이며,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

록 지각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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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p) VIF

불안

(상수) -3.217

사회적지지추구 -.027 -.031 -.906 1.409

문제해결중심 .015 .016 .459 1.402

회피중심 .443 .395 13.736*** 1.006

우울

(상수) -2.732

사회적지지추구 -.064 -.060 -1.825 1.409

문제해결중심 -.063 -.054 -1.655 1.402

회피중심 .629 .464 16.828*** 1.006

*p<.05. **p<.01. ***p<.001.

<표 3>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Ⅳ. 논의

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처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완화에 많은 영향

을 줄 것이다. 위에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 및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을 서울 및 경기, 광역시와 

같이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대구 

등 인구가 많은 곳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높았다(보건복지부 2021). 이렇게 

높은 발생률로 인해 재난대응본부에서 빈번하게 발송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그들의 동선에 대한 안전재난문자는 그들이 더욱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의 대학생들이 더 높은 불안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비말 감염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상황

에서 서울 및 경기, 광역시와 같은 밀집 지역은 그 외 다른 지방보다 사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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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으므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이는 대학생이 더 

높은 불안을 호소하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해볼 수 있다. 

우울의 경우에도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우울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농촌이 도시보다 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심미경 외 2002)와 농촌 

지역 여중생이 도시 지역 여중생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최혜정 2008)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로 인한 수도권과 광역시

가 더 높은 단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실시했던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많은 확진자로 인해 높은 단계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더 많이 발생한다.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적어질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며(정순둘 외 2011),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

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10시 이후 가게 이용의 제한 등의 비일상적 경험은 정서

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이동훈 외 2016).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에 따른 환경적 차이는 우울에 영향을 주며, 서울 및 경기, 광역시에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학년, 동거인 유무 모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과 불안을 

높게 지각하며(심은정 2016; Gao et al. 2020; Marthoenis et al. 2018) 코로나

19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들(박

용천 외 2020; 이동훈 외 2020; Özdin et al 2020)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승하여 여학생들과의 차

이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여가의 제약은 스트레스 대처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송원익 외 2016), 스포츠 활동이나 모임 참여와 같은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남학생들(김동진 외 2001)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에 주로 했던 

여가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된 요인들로 인해 그들의 불안과 우울에 여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재학생보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

단이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김효정 외 2020),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학년 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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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없었으며 불안과 우울 모두 1학년보다 2학년이, 3학년보다 4학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소 2학년은 군대, 휴학, 복수전공, 어학연수 등 자신의 대학

생활을 확장시키는 시기에 활동의 제약이 생기게 되면서 1학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함을 유추할 수 있다. 4학년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전보다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및 진학 준비로 인한 진로 및 취업불안

을 경험하고 있으며(공윤엽 외 2021; 박윤미 외 2021),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신이 감염되어 가족이나 룸메이트 등 주변인을 감염시

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소외에 대한 걱정이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동거인 유무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불안은 동거인이 없는 학생이, 우울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의 각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 다인 가구와 비교해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일한 일상의 정지 경험이지만 물리적으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이나 지지가 어려우므로(성미

애 외 2016; 최현수 외 2016)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혼자 해결해

야 함에 따른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갈등이 증가하므로, 

가정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져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신예림 외 2021; 

이동훈 외 2020; 이명준 외 2013). 코로나19로 집이 잃어버린 일상의 모든 환경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오인혜 2021) 집 안에서의 생활, 즉 혼자 살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는 등의 상황에서 각자가 주변과 맺는 관계의 질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관계맺음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질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나 지지가 요구된다. 

둘째, 불안과 우울 모두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전략만 유의한 예측변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요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여 주관적 안녕감(노승훈 외 2020)과 심리적 안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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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이은숙 2016)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한, 우울의 경우 회피중심 전략의 경우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이은숙 2017)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Penland et al 2000)와도 일치한다. 회피중심 전략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자 하는 방식이다(제주현 외 2018). 이러한 부적응 회피는 일반적인 기능을 손상시

키고 만성 불안을 유지하게(Arnaudova et al 2017)하며, 사용할수록 우울이 높아

지는 등과 같이(김혜정 외 2006) 회피는 불안과 우울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회피

중심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을 피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부정적 감소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이은숙 2017). 

또한, 이런 결과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들과 

연결 지어 이해해볼 수 있겠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회피중심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회피중심 전략의 빈번한 사용은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킨다(유현주 

외 2018; 서보경 외 2020).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회피적 전략으로는 술마시기, 

수면, 게임 등이 있어(장형석 2000), 현재의 문제를 다른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회피중심 전략의 반복적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인터

넷, 게임 중독이나 수면장애들로 대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과제 수행이나 시간 관리

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SNS나 게임에만 집중하거나 과제나 시험 등 변화된 환경을 무시하고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은 대학생 혼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 상황에

서의 대학상담서비스에 대한 최근 연구들(김지민 2021; 노성동 2020; 정원우 외 

2020; 차남희 외 2020)을 살펴보면, 전화상담, 화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인지행동치료과 같은 대면상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

스 관리 및 정서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대학생 그룹인 인터넷, 게임, 알콜 

중독 고위험군이나 수면장애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는 대학생들을 선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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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불안, 우울 수준

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대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2020년 10월 말에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변화를 살펴보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요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 수준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지역 등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심리적인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군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 및 환경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이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블루’로 표현되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감염에 대한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집단들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불릴 만큼의 공포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생 이외에 다양한 

인구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부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전업주부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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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 COVID-19 and to investigate how their 
stress coping strategies affect their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xiety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living with someone. For the region, 
both anxiety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Gyeonggi and city area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living in other local areas. Second, regarding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anxiety and depression, we found that only the 
avoidance-focused coping strategies significantly affected anxiety and 
depression.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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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Anxiety, Depression, Stress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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