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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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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다섯 개 대학 4학년 재학생 중 취업을 준
비 중이며,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218명(남 70명, 여 148명)이었다. 연구문
제 검증을 위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업 스트
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생각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 자살생각, 취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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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전 세계 청년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세계보건기구(2014)의 발표가 청년자살
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사망자의 약 43%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통계청, 2014). 특히 대학생에 해당하는 20-24세의 자살
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18.3명으로 15~19세 청소년 (10만 명당 8.3명)에 비하여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처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젊은 층 특히
대학생의 자살은 개인과 가족, 주위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자살로 인한 죽음은 질병, 사고에 비하여 예방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이기 때
문에 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살 관련
선행연구들은 자살로 사망에 이른 대상을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자살
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요인에 주목하여 왔다
(Reynolds, 1991b). 자살시도가 실제로 자살을 실행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반면, 자살
생각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된 사고로서 자살에 대한 동기, 의지, 계획과 관련된 사
고를 의미한다(Reynolds, 1991a). 특히 자살생각은 모든 자살행동의 첫 시작점에 해당하기 때
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자살 관련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개인과 경험하
지 않은 개인을 위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
행연구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하여 미래에 자살시도
또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Drum, Brownson, Burton, & Smith, 2009; Miranda, Jaegere,
Restifo, & Shaffer, 2014),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간에는 인지적, 유전적 특
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Cole et al., 2015; Monkul et al., 2007; Pompili et al., 2008)
있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
여 설명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부터 환경적 요인까지 매우 다양하지
만 많은 연구들에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강조하여 왔다. 선행
연구 결과(Kim et al., 2014; Wang, Wong, Tran, Nyutu, & Spears, 2013)에 따르면 스트레스
는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과 관련된 취약성과 같은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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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Ciesla & Roberts, 2007; Rood, Roelofs, Bogels, &
Meesters, 2012) 자살생각 위험요인으로서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스
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다수의 연구들이 생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었는
데(Wilburn & Smith, 2005; Yang & Clum, 1994), 생활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최근에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노
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성 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같이 연구 대상 집단이 취약성을 보
이는 특정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조옥선,
백진아, 2014; 최정민, 김신열, 2014; Baams, Grossman, & Russell, 2015). 이같이 대상 집단
이 경험하는 특정 스트레스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 관련 스트레스
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대상인 대학생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김
범준, 2011; 김영상, 2003), 진로 및 취업 관련 스트레스가 주요한 스트레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적정한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에 대한 준비를 촉진한다는 점(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에는 자살생각과 같은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김민경, 2013).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취업정보 커뮤니티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뽀개기, 2011). 경험적 연구에서도 초기 성인기의 실업이
나 고용불안정과 같은 취업 관련 요인이 자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
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재원, 권순만, 2014; Milner et al., 2014; Reneflot & Evensen,
2014). 또한,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민경, 2013; 윤명숙, 이효선, 2012)를 살펴보면, 미취업에 대한 불안감, 취업에 대
한 자신감의 부족, 이러한 불안감과 낮은 자신감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정서 등으
로 인하여 자살생각이 많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서
인균과 이연실(2014)의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의 불일치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서인균과 이연실의 연구에서는 1~3학년 대학생이 연구대상
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시점 당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상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
레스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취업 스트레스의 영
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재 취업을 준
비 중인 대학생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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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의 영
향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
구자들은 자살생각의 감소와 관련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의를 기
울여 왔다(이혜선 외, 2013; Gooding, Sheehy, & Tarrier, 2013).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 등 여러 형태의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 Syme, 1985). 선행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 자원이 많으며, 긍정적 상호작용과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Joiner(2009)는 자살의 대인관
계-심리 이론(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제공되는 소속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자살생각 감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이 여러 선행연구(Ploskonka & Servaty-Seib, 2014;
Prinstein, Boergers, Spirito, Little, & Rapentine, 2000; Van Orden, Cukrowicz, Witte, &
Joiner, 2012)를 통해 지지된 바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시
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강석화, 2012; Kleiman, Riskind, & Schaefer, 2014)에 따르면, 사회
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이 취업
실패, 경제적 부담 등을 포함한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경
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Kleiman, Riskind, Stange, Hamilton, & Alloy, 2014). 전
신현(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진로, 학업,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밝힌 바 있다. 비
록 이상의 연구들이 취업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반적으로 생활스트레스의 완충효과
를 검증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충할 수
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같은 외적요
인의 변화에 민감한 취업 시장에 대비하며 경험하게 되는 취업 스트레스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외적 자원에 초점을 두
어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 자살 관련 문제를 경험한 대학생을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그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
다. 이때 자살생각에 있어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Bronisch, 1995; Jalles & And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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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와 경제적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황성원, 1998; Milner et al., 2014)과 자살생각
(Turvey, Stromquist, Kelly, Zwerling, & Merchant, 2002)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를 토대로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
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통제변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
비 중인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는지를 검증하고
자 한다.

연구 문제
1.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충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5개 대학 4학년 학생 218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의 조건은 자료수집 당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살생
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었다. 자료수집은 취업정보센터와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강의를 통한 자료 수집은 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취업을 준비한 기간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취
업 준비기간이 0개월이라고 응답한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총 478부 중 400부
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3.7%였으나, 이 중 자살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174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척도에서 동일한 번호에 일괄적으로 응답한 자료,
그리고 한 개 척도 이상에서 전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 등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 분
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8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중 발생한 결측치는 평균대체법으로 처리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비율은 남학생 70명
(32.1%), 여학생 148명(67.9%)으로 여학생이 두 배 정도 많았다. 취업 준비기간은 평균 약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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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일이었으며,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50명(68.8%), 이공계열 42명(19.3%), 예체능계
열 26명(11.9%) 순이었다. 본 연구 대상의 주관적으로 보고한 가정경제 수준은 상 1명(0.5%),
중상 36명(16.5%), 중 130명(59.6%), 중하 42명(19.3%), 하 9명(4.1%)이었다.

측정도구
자살생각
연구대상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91a)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인용 자살생각척도(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자살
생각을 경험하였는가를 ‘전혀 한적 없음(0점)’에서 ‘거의 매일(6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정하
도록 되어 있으며,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자살할지 생각했다’, ‘기회가 있었다면 자살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점~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
각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척도의 합산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25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취업 스트레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향수(2010)가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취업 스트레스를 ‘전혀 아니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문항(5, 12)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있다.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경험하
는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 취업 관련 정보의 부족, 목표로 하는 직종과 전공의 불일치 등
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측정하며 문항의 예는 ‘취업을 위한 준비가 많아 힘이 든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심각하
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 스트레스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
출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사회적 지지
연구대상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혜정(1993)이 수정한 박지
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선생님 등
5개의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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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질문지의 지시사항에 가족, 친구, 연인, 중요한 타인 등을 모두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
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 척도에서는 미래형과 현
재형이 혼합되어 있는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현재형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각하
는 애정, 관심, 평가, 조언, 실제적 도움 등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문항의 예
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
와준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5점~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구, 기타
중요한 타인 등의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정서적, 자존감,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충분히 얻
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선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
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성별, 경제적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
지의 완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효과 검증 절차에 따
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종속 변인인 자살생각에 대하여 1단계에서 통제변
인인 성별, 경제적 수준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
균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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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의 자살생각,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였으며, 각 변인의 점수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 변인의 기술적 통계

(N=218)
점수범위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1~103

25

14.59

19.57

취업 스트레스

26~94

20

63.18

14.93

사회적 지지

50~125

25

93.25

15.81

자살생각

변인 간 상관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서 측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218)
1

1. 자살생각

-

2. 취업 스트레스

.29**

3. 사회적 지지
*

2

p < .05.

**

-.33

3

-.21*

-

**

p < .01.

중다회귀분석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
별,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투입된 독립변인들
의 공차한계는 .84~.93, VIF는 1.07~1.19로 나타났다.

- 196 -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3>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

(N = 218)

단계
측정변인
a

1단계

2단계

β

β

성별

-.08

-.04

경제적 수준

.00

.11
***

취업 스트레스

.26

사회적 지지

-.29***

2

R

.01

ΔR2
F

.17***
.16***

.67

11.12***

a

더미변수, 남자=0, 여자=1

***

p < .00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
인인 성별, 경제적 수준과 함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전체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1.12, p < .001).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투입된 통제
변인인 성별, 경제적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β = .26, p < 001), 자살생각을 더 자
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β = -.29, p
< 001), 자살생각을 덜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인 성별과 경제적
수준은 자살생각 총 변량의 1%를 설명하였으며, 2단계에 투입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
지는 총 변량의 16%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자살생각의 총 17%를 설명
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
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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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218)

단계
측정변인
a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04

-.04

성별

-.08

경제적 수준

.00

.11

.11
***

취업 스트레스

.26

***

사회적 지지

-.29

취업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26***
-.29***
-.01

2

.01

R

2

***

.17

***

ΔR
F

.66

.17***

.16

.00

11.12***

8.86***

a

더미변수, 남자=0, 여자=1

***

p < .001.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3단계에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
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에 앞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성별과 경제적
수준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해 볼 수 있다.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Bronisch, 1995), 이와 동시에 취업 또는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은 남성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Garcy & Vagero, 2013; Jalles &
Anderson, 2014)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과 근접할
것으로 추측되는 남녀 취업 준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자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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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성차가 취업 스트레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통제변
인인 경제적 수준 역시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약 95%가 경제적 수준이 중간 정도라 응답함에 따라 그 영향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연구대상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포함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
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강정규, 전상남, 신학진, 2013).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에 경제적 수준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
(심용출, 나동석, 2012; 최윤정, 2012)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17%로 크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의 작용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정부에서 제
공하는 취업 교육 지원 또는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구직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살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스스로 목숨
을 끊는 것과 관련한 생각을 더 빈번히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김민경, 2013; 서인균, 김승희,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미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는 자신감
저하, 집중력 저하와 대인관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두통 등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백명화, 2012), 그리고 우울(전혜옥, 2014), 불안(박미진 외, 2009)등 심리
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과 부정적인 정서, 미
취업 상태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압박, 소속에 대한 불안감, 성취경험의 부족 등이
개인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살생각을 하는 개인의 경우 부정적 인지 양식을 가지거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반복적
으로 사고하는 반추의 인지적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Cole et al., 2015)
를 고려할 때, 같은 취업관련 상황이라도 자살생각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수
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적, 신
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손상들이 다시 취업 스트레스의 영향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적 연결로

- 199 -

홍예진․박주희

자살생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는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
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개입이 자살생각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상담현
장과 학교의 차원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담현장에서 취업 준비 대학생을 상담할
때 취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입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
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 초점을 두어, 이들이 취업 스트레스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일반 대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담자가 상담적 개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취업과 관련하여 내담자가
중립적인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
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떠올림으로써 지나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가 대학생이 취업 준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강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대학생의 취
업과 관련한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취
업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학교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며(최현석, 이영선, 하정철, 2011), 취업 준비도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를 적
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최승혜, 이해영, 2013). 국내 대다수의 대학들에서는 학생
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상담 서비스,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 등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자신이
필요한 취업 준비 단계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이 취업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
다(박가열, 2009). 고학년은 취업 준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방
법과 같은 구직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반면, 저학년의 경우 인턴십, 해외 취업 준비, 기
초직무능력과 같이 장기간의 준비가 요구되는 직업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4학년의 대학생에게는 실제적이고 바로
적용 가능한 취업과 관련한 정보, 기술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선후배간 연계를 통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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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업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저학년에게는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자주 할 가능성이 낮
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충분한 애정, 신뢰, 평
가, 정보, 물질 등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한 생각
을 덜 자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살의 예방과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강조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라채린, 이창진, 서주연, 최지희, 유명순, 2013,
Gooding et al., 2013; Ploskonka & Servaty-Seib,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사
회적 관계 속에서의 소속감을 증가시키고(Ploskonka & Servaty-Seib, 2014), 삶에 대한 만족감
을 높이며(Hamarat et al., 2001; Yuan, 2015),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Kissane & McLaren, 2006) 자살생각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기 직전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통한 소속감과 사회적 가치에 대
한 인정은 자살생각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지원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Hirsch & Barton, 2011; Park, Cho,
& Moon, 2010), 이로 인해 삶에 대한 통제감이 증가되고, 절망감에 빠지는 것을 예방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2015)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지원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 관계 속에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를 통해 부족한 사회
적 지지의 유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다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감, 의사소통 방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는 것 역시
사회적 지지 강화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자살생
각을 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적응에 어
려움을 겪는다는 이정윤(2004)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살생각 경험
이 있는 대학생의 적응과 자살생각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경우 아
동에 비하여 또래 관계 이외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대처방식 등의 교육이 자살생각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Chang, 2002). 실

- 201 -

홍예진․박주희

제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행동을 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등을 학습하도록 한 후 1년 뒤 추후 조사한 결과 자살위험이 크게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나(McLeavey, Daly, Ludgate, & Murray, 1994) 사회적 기술 교육을 통한 사
회성 증진 훈련이 자살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상에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
해졌으며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Ozkaya, & LaRose, 2014; Ellison, Vitak, Steinfield,
Gray, & Lampe, 2011). Ellison 외(2011)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와의 소셜네트워크
체계(SNS)를 통한 상호작용이 자신의 사회적 자원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SNS를 활
용하는 방안도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실시간 대화 형식의 SNS를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중요한 타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조
언 또는 도움을 얻는 등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 내의 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자살관련문제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 강화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살생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이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
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전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대학생을 선별하여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대학 또는 지역 사회에서 대학생 또래 간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후배간의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이 사
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효과
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 지지의 영향과 같이
특정 스트레스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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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검증하였다(Barnett, de Baca, Jordan, Tilley, & Ellis, 2015; Chang,
Leach, & Anderman, 2015).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과는 별개로 특정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지지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으로
부터 전반적인 지지수준이 높더라도 취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그 완충효과가 크지 않
아 본 연구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에 있어 대인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보다 사회, 기업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제도적 지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취업 시장은 사회·경제적 변화나 기업의 채용 정책 등과 같은 대인관계를 넘어선 더 큰 제도
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도
는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현금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으므로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로부터의 지지가 아닌 정부, 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이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 과정에서는 성별과 경제적 수준의 영향만을 통제하였을 뿐 자살생각을 한 경험
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입
될 수 있는 그 밖의 변인들은 통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적 요인, 학대 경험, 인지적 요인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한다
면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지지로 대인관계
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은 국가의 취
업관련 정책이나 기업의 채용 정책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
서 제도적 지원이 취업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취
업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연구한다면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실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이상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취
업을 시도하고 있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자살위험이 있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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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설명변인의 영향을 살펴봄에 따라 설명변인이 자살생각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과 관
련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
원을 포함하는 생활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의 경우(Wilburn & Smith, 2005; Yang &
Clum, 1994) 각 스트레스원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제시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생의 취
업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자살생각 감
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결과는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고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경
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이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지지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살생각의 경감이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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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se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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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job-seek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senior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d whether one’s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8 senior college students(70 men, 148 women), who
were seeking a job and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at least once, from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o measure the level of suicidal ideation, the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Reynolds, 1991a) was used. The level of job-seeking stress was measured by the
Job-Seeking Stress Scale (Kim, 2010).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Scale of Social
Support (Park, 1985) transformed by Yoon (1993) was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analyzed by using the procedure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1986).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the level of job-seeking stress increased suicidal
ideation whereas the level of social support decreased suicidal ideation.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se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suicidal ideation, job-seeking
stres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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