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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로 1개월 소요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ADHD 경향, 우울, 대인관계문
제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1부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ADHD 경향, 우울, 대인관계 문제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ADHD 경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완전 매개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ADHD 경향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ADHD 경향이 대인관계 문
제를 매개로 우울이 나타나는 것을 시사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는 
전략이 ADHD 경향을 가진 대학생의 우울의 예방 및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대인관계 문제, 대학생, 매개효과, 우울, ADHD 경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endenc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started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20 and the duration of data collection was about 1 month. College students 
wer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of ADHD tendenc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scales. 
Data from 201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and AMOS 
progr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DHD tendenc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in college students. And there was a full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endenc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result suggests ADHD tendency do not directly influence on depression but ADHD tendency 
influence on depression through interpersonal problem in college students. Current findings can 
contribute to the counseling and clinical field by providing the strategy of reducing interpersonal 
problem to prevent the depression and enhance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ose who have ADHD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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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 연
령대 중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14만 6,977명으로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5년 전인 2016년의 64,497명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1]. 이 연령대는 일반
적인 한국 대학생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한국의 20대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속되었던 취업난의 악화와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증
의 취약계층으로 알려졌다[3]. 이러한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가지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은 우
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COVID-19
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고했으며, 우울감, 고독감, 
불면증 등을 호소했다[4]. 팬데믹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가진 정신병리에 대한 취약성(예: 우울, 불안 등)
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욱 발현될 수 있다[5]. 
아울러 개인이 정신병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
는 제한된다[6].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볼 때, 기존에 정신
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경우에는 COVID-19으로 
인해 정신병리가 악화될 위험에 더욱 노출될 뿐만 아니
라[6] 대학생의 경우, 혼자서 시간관리를 해가며 대학생
활 및 학업적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병리 중에는 
ADHD를 꼽을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ADHD는 우울장애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7]. ADHD
의 경우 과잉행동 및 부주의, 충동성으로 인한 기본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문제, 심리 사회적인 문
제와 같은 부수적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8], 실제로 
ADHD 환자의 심사평가원 통계를 살펴 보면, 성인 가운
데 20대의 ADHD 환자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1]. 대학생
의 ADHD 경향은 대인관계 문제와도 관련성이 높다. 실
제로, 국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과의 관계 연
구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ADHD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ADHD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기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8]. 대학생 연령대의 우울 및 
ADHD 환자 수와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취약
성이 높은 대학생의 ADHD 경향과 대인관계, 우울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ADHD 경향을 가진 대학생이 가지는 
심리 사회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는 우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문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가설
가설 1. ADHD 경향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대인관계 문제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

울을 경험할 것이다.  
가설 3. 대인관계 문제는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ADHD 경향을 가진 학생의 경우 ADHD 증상으로 인

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학업의 어려움, 인간관
계에 대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어
려움이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 실제로, 중
학생의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ADHD 경향성과 우울 경향성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10]. 더불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ADHD 경향성이 우울 경향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대학생의 
ADHD 증상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11]에서는 
ADHD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
다. 아울러 대학생을 ADHD 집단과 비ADHD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 수준을 비교한 결과, 대학생의 ADHD 집
단은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학생의 ADHD 경향성과 우울 간에 밀
접한 관계를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정신장애진단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에서 성인은 ADHD 경향이 높을 경우 대인관계
에서 어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13]고 설명한다. 우
리나라 대학생의 ADHD 경향과 대인관계 문제와 대인관
계 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ADHD 경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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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문제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했다[14,15]. 해외 
선행연구에서, ADHD 증상을 가진 임산부들의 경우, 부
주의와 충동성은 직업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적 어려
움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국내 선행연구에
서도 대학생의 성인 ADHD 성향이 대인관계 문제에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를 유추해볼 
때, 대학생의 ADHD 경향은 부주의함과 충동성으로 인
해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주
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서 친밀성 대 고립감의 단계를 나타내는 시기로, 이 시기
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18]. 또한 대인관계(예: 친구관계 등)에서의 어려움
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높
다[19]. 국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우울을 살펴
본 연구[20]에서도 대인관계 문제는 우울 증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더 할수록 우울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1].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와 우울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문제와 우
울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지만 대학
생의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자
기격려를 살펴본 연구[23]와 중학생의 ADHD 경향과 우
울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를 살펴본 연구[10]가 있다. 김미란과 이민규의 연
구[23]에서는 대인관계 변인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지 않
았다. 또한, 조지훈과 김은정의 연구[10]에서 연구의 대
상이 중학생이므로, 발달적인 관점에서 중학생 시기와 성
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상 특징이 분명히 존재
하고, 아동기 ADHD 경향을 통한 성인 ADHD 경향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우므로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어진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경상북도 소재의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에서 11월까지 오프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전공과목이나 교양관련 대면수업을 듣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교수의 승인 하에, 수업시간 
중 혹은 수업이 마친 뒤에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설
문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불참 시에도 아무런 불이
익이 없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학생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제공되었다. 수
집한 219명의 자료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7
부와 이상치 자료 1부를 제외한 총 201명의 자료가 분석
되었다. 구조방정식의 이상적인 표본 수는 200명 이상이
라는 Stevens[24]의 기준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표
본 수는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표본추출은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고,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선정
기준은 없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참여자 가운데 남자 84명(  
41.8%), 여자 117명(58.2%)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연
령은 21.69세(SD=1.52)이며, 연령의 범위는 19~27세이
다. 학년 분포는 1학년 7명(3.5), 2학년 28명(13.9%), 3
학년 106명(52.7%), 4학년 60명(29.9%)이었다. 

Variables Freq-uency(N) Percentage
(%) Mean(SD)

Gend-er Male 84 41.8
Female 117 58.2

Grade
Freshmen 7 3.5
Sophomore 28 13.9

Junior 106 52.7
Senior 60 29.9

Age 21.69 
(1.52)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N=201)

  

3.2 연구도구
3.2.1 ADHD 경향
ADHD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Murphy와 Barkley[25]

가 제작하고, 김은정[26]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K-AADHDS(Korean Adult ADHD Scale)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진 자기보고식 척
도이다. DSM-IV[27]의 ADHD 증상 중 2가지 하위요인
으로 부주의,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측정한다.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ADHD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6]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였고, 부주의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9, 과잉행동-충동성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 부주
의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87, 과잉행동-충동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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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3.2.2 우울
우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adloff[28]가 

제작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9]이 한국어로 번역한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
고식 척도로서,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
항을 4점 리커트 척도(0-3)으로 평정한다. 높은 점수는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기와 조경자[30]
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3.2.3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등[31]이 개발한 Short Form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F)를 김영환 등
[32]이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홍상황 등[33]
이 이를 타당화한 단축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1-5)로 평정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홍상황 등[33]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가지 요
인, 친애요인과 통제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친애요인에는 
냉담, 사회적 억제, 자기희생, 과관여가 포함되고, 통제
지배에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비주장성, 과순응성이 
해당된다. 홍상황 등[33]에서 보고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친애 하위요인의 신
뢰도 계수는 90이고, 그 중 냉담은 .87, 사회적 억제는 
.84, 자기희생은 .79, 과관여는 .79이었고, 통제지배 하
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으며, 그 중 통제지배는 
.80, 자기중심성은 .86, 비주장성은 ,90, 과순응성은 .81
이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특성 파악 및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에서 측정모
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26.0
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적합도
의 기준으로는 CFI, TL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
를 기준점으로 하는 홍세희{34}의 권고를 따랐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분석

표 2에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ADHD 경향과 우울, 대인관계 문제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면, ADHD 경향은 우울과 r= .44 (p < .01)의 상관을, 
대인관계 문제와는 r= .65 (p < .01)의 상관을 나타냈으
며, 우울과 대인관계 문제 간에는 r= .58 (p < .01)의 상
관을 보였다.

ADHD Dep. Int.Prob.
ADHD 1
Dep. .44** 1
Int. Prob. .65** .58** 1

Mean 31.66 35.20 87.66
SD 9.03 9.37 22.41

** p < .01 Dep.=Depression, Int. Prob.= Interpersonal Problem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4.2 측정모형 검증
ADHD 경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은 표3에 나타난 것처럼 양호한 적
합도를 나타냈으며, 적합도 지수는 x2(11) = 18.063, 
CFI = .994, TLI = .988, RMSEA = .057[90%CI = .000 
- .102]이었고, 모든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유의한 값을 나
타냈다(β = .847-.999). 이를 통해 모든 측정변인들이 각
각의 잠재변인들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x2 df CFI TLI RMSEA

18.063 11 .994 .988 .057[90%CI=.000-.102]

Table 3. Measurement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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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

Af. Con.

De1 De2 De3

Int.Pro.

ADHD Dep.

Ina

.99 .82

.96 .92

.85 .93 .85

.70*** .64***

.10

Fig. 1. Mediation model 
*** p < .001
Int. Pro..=Interpersonal Problem, Af.=Affective, Con.=Controlling, 
Ina.=Inattentive, Hyp.=Hyperactive, Dep.=Depressio, De1=Depression 1, 
De2=Depression 2, De3=Depression3 

4.3 구조모형 검증
이번 연구에서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대인관계 문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연구
모형은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다(x2(12) =19.511, 
CFI =. 993, TLI = .988, RMSEA = .056[90%CI = 
.000 -.495]. 그림 1과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ADHD
에서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경로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β = .70, p <. 001), 대인관계 문제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β = .64, p <. 001)가 유의하지만, ADHD 경
향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β = .10, p >. 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 문제는 ADHD 
경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4.4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

을 하였다. 부트스트랩을 분석한 결과, ADHD 경향과 우
울 사이의 매개효과(간접효과)는 표 4에서 보듯이 β = 

.060[95% CI=.325~.563]이며 p < .01로 나타나, 
ADHD 경향과 우울 변인 사이에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가설의 검증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 설정된 가설

의 검증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H. Path Estimate p result
1 Inter. Prob.

<- ADHD .70 *** accept

2 Depression
<-Inter. Prob. .64 *** accept

3
Dep 
<-Inter. Prob.
<- ADHD

.60 .003 accept

  x2  = 19.511, df=12, CFI=.993, TLI=.988,      
  RMSEA=.056
H.= Hypotheis, *** p < .001

Table 4. Hypothesis Testing

가설 1-3까지는 모두 채택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가설 1의 결과를 살펴보면 ADHD에서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β =.70, p < .001) 
을 볼 수 있다. 가설 2의 결과인, 대인관계 문제에서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64, p < 
.001). 그리고 가설 3의 결과에서도 간접효과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β =.60, p < .01). 즉, 대학생의 
ADHD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완전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설 
1, 2, 3은 모두 채택되었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취약한 20대 대학생을 대상

으로 ADHD 경향과 대인관계 문제, 우울 변인 간의 연관
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여부를 구조방정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설 1은 ADHD 경향이 높을수록 높은 수
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낼 것이다인데 결과를 확인한 
결과, 대학생의 ADHD 경향은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13,14,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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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보고한 ADHD 경향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에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해외 선행연구에서 부주
의와 충동성으로 인해 ADHD 경향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16]. 본 연구 결과는 신뢰
와 안정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대인관계에서 약속을 잊어
먹는 등의 부주의와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 등과 같은 충
동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학생의 ADHD 경향은 건강하
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가설 2인 대인관계 문제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대인관계 문제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
울을 경험했다. 이는 선행연구[9,20,22]에서 보고한 대인
관계 문제와 우울의 관계를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이는 에릭슨의 발달단계에서 친밀감 형성을 발달단
계의 과업으로 하는 대학생 시기에 친밀한 대인관계 형
성이 아닌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수록 고립감에 빠지고, 
좌절감과 위기를 경험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낸다[18]. 
또한 이러한 고립감과 좌절감은 ADHD 경향을 가진 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을 가져오며[17], Beck[35]이 주장
한 우울의 인지삼제 중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우울을 야기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깊다.

세 번째로, 가설 3인 대인관계 문제는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
다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문제는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
다. 이는 ADHD 경향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나타
내지 않았고, 대인관계 문제를 통해서만 우울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DHD 경향이 있다고 반
드시 우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이는 중학
생의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10] 결과와는 일치하지
만, 본 연구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은 선행연구
[10]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ADHD 경향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인관
계문제를 통해서만 우울로 나타난 것은 대학생의 발달시
기 특성상 ADHD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수년 간의 경험
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처능력을 키움으로 우울로 진행되
지는 않지만, 대학생의 시기상 친밀감의 발달과업이 중학
생의 시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
생의 ADHD 경향이 대인관계문제를 통해서 우울로 연결
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와 우울에 취약한 대학생 집

단의 정신건강에 연관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의 연관성을 살펴봤
을 뿐만 아니라 ADHD 경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위험요
인인 대인관계 문제 변인을 검증하였다. 친밀감을 발달단
계의 과업으로 삼는 대학생 시기에 COVID-19의 상황
으로 인해 비대면접촉이 많아지고, 비대면수업이 증가되
므로, 동료학생들, 선후배, 교수들과도 친밀하고 안정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ADHD 경향을 가진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대인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으
므로 더욱 더 우울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DHD 경향을 가진 대학생들
의 우울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사람은 일평생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는 존재인데, 대학생 시기에도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중
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DHD 경향을 
나타내는 대학생들의 경우에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느
냐에 따라 정신건강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울과 같은 정
신병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완전매개효과를 확
인함으로써 ADHD 경향 대학생의 우울 메커니즘과 상담 
시 어떤 개입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 이해를 도왔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ADHD 경향을 가진 대학생들은 충
동성과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 학업적인 어려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 어려
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우울감을 더 느
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가 제시
하는 바는 전환기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 ADHD 경
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켰을 
때 우울로 가는 경로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대인관계를 증진하므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효율적인 심리상담의 제공
(예: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이 ADHD 경향을 가진 대학생
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201명의 
경상북도 지역의 대학생들을, 그리고 특정 학년에 편중된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대학생 전
체 집단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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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문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자기보고
식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므로 주변인들과의 인터뷰와 같
은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우울을 측정할 때 기존의 우울 도구를 사용하므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 따른 우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펜데믹 관련 우울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는 ADHD 임
상집단이 아닌 대학생의 ADHD 경향을 살펴봄으로 임상
군과 정상군의 집단간 비교를 통한 결과가 아닌 한계점
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ADHD 임상군과 정상군의 
비교를 통해 ADHD 임상군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인관
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ADHD 경향과 우울간의 관계에

서 대인관계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ADHD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의 우울 예방에 관한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상북
도 지역의 대학생 20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학생의 ADHD 경향, 우울, 대인관계 문제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p< .01). 구조방정
식의 구조모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ADHD 
경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ADHD 경향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대인관계 문제는 완전매개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ADHD 경향이 우울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ADHD 경향이 대인관
계 문제를 통해서만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ADHD 경향이 있는 대학
생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이에 적극적인 상담 개입을 통해 ADHD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대
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통해 대인관계 변인이 위험요인이 
아니라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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