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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경남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척도, 자아탄력성척도, 학업스트레스척도
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438명의 데이터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성
별과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희망,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
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 자아탄력성, 학업
스트레스 변인에서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에 있어서
성별 주효과는 나타났지만 학년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희망과 자아탄력성에 있어서는 성별과 학년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 자아탄력성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은 자아탄력성과는 정적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각각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희망
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낙관성과 활력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며, 호기심과
대인관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희망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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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70%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며(SBS CNBC
경제뉴스, 2012),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심리․사회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중요
한 사회적 현안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자신
의 낮은 행복감의 원인을 학업 스트레스에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동아일보, 2009. 05. 09). 윤혜
미와 남영옥(2007)은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요인과 공존하게 되면 극단적인 위험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
해 지적하였다. 주요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가 청소년
들의 자살위험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Edward, 2002). 문경숙(2006)의 연구에서
도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청소
년의 경우 남학생의 37.3%와 여학생의 50.0%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통계청, 2009).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를 연구한 조강래(2007)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현희(2009)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
적, 진로, 공부, 시험, 수업요인에서 좀 더 많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정신건강은 긍정적 심리상태, 부정적 심리상태 및 신체적 건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장정현․고재홍, 2010). Keyes(2005)는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지닌 사람은 정신장애
가 없으며 동시에 정신적 안녕감(mental well-being)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자신이 행복하
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 정서와 인성 특성을 가
지며(Liz, 2005),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발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덜 행복한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는 특성이 있다(Diener &
Seligman, 2002). 따라서 최근의 긍정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들은 고통을 덜 느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닌 특질을 만드는 원인들과
그것의 심리적․신체적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희망과 자아
탄력성 요인이 주목을 끌고 있다(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장정현․고재홍, 2010: 재
인용).
희망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
다(Ong, Edward, & Bergeman, 2006, 장정현․고재홍, 2010: 재인용). Snyder, Rand 및 Sigmon(2002)에
따르면, 희망이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한 경로들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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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자기참조적 사고과정(self-referential thoughts)이다. 최근 희망과 관련된
연구들(Lopez, Snyder, & Pedrotti, 2003)은 희망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nyder, 2002). 오혜진(2006)은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희망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희망은 비
행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희망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생각
하며 대처한다고 하였다. Snyder(1994)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
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Curry, Snyder, Cook, Ruby, & Rehm, 1997),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더 적극적이며(Snyder &
Pulvers, 2001),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Sheehan, 1979), 성공적인 대처 및 적응과 관련된다(Emmons,
1999). 이렇게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도 더
잘 해결해 나간다고 본다면, 희망수준이 높은 청소년들 역시 학업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과 문제해결 책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며(박연수, 2003),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이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예승, 2004). 따라서 청소년들의 위험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절망과 좌
절을 유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긍정과 희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Kumpfer & Summerhays, 2006). 박서연과 정영숙(2010)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자아
탄력성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였고, 여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연구한 고재홍과 윤경란(2007)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지닌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성격
특질은 스트레스를 비롯한 삶의 위험요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한다(Masten &
Coatsworth, 1998).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력중시와 과도한
교육열, 그리고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업스트레스가 이미 적정 수준을 초
과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경험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황여정, 2008). 그러나 동
일한 부정적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는 상황일지라도 심리적 경험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중재요인들이 규명된다면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심리적 요소 중에서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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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희망, 자아탄력성, 학업 스트레스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희망과 자아탄력성은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해 긴장, 근심, 공포, 불안, 초조감, 우울, 자살 등의 심리 부정적
인 심리 상태를 말한다(이주원, 2008).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
도한 일이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는 감수성도 예민
하고,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므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이경진․조성호, 2004; 홍영수․전선영, 2005)이 될 수 있다.
Lee와 Larson(2000)은 미국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
는데, 이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현실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소년은
학교와 가족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한다(황혜정, 2006). 학업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배경 요인에
는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자녀 관계 등의 변인이 있다(이순성, 2010).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를 연구한 조강래(2007)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현희(2009)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진로, 공부, 시험, 수업요인에
서 좀 더 많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박서연과 정영숙(2010)은
남학생들은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지각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가 발생하고,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연령의 경우, 대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성장함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생활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박새와(2012)와 박영아(2011)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여정(2008)은 고등학교
의 학업스트레스 지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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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레스 차이는 개인차에 의해 결정되고, 계열별로는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일반인문계 고
등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학교성적, 진로인식수준, 학벌주의 인식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자기통제와 감정조절을 잘
구사할 경우에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한 문경숙(2008)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기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
서 문영주과 좌현숙(2008)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
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정서적 조절 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고 하였다.
2. 희망
희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며, 좋은 결과를 기대
하는 마음 또는 밝은 전망을 뜻한다(한국브리태니커, 2004). Snyder 등(1997)은 희망을 성공적인
목표 지향적 에너지인 희망주도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계획인 희망경로가 상호 작용하여 만
들어진 긍정적인 동기 상태라고 정의했다(조한익, 2009: 재인용).
Snyder 등(1991)은 희망을 크게 특성희망과 상태희망으로 분류하였는데, 특성희망(trait hope)은
일반희망(general hope)이라고도 한다. 이는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잠재적인 특성 또는 성향을
말하며, 지능지수처럼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생활 장면이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말한다. 한편, 상태희망(state hope)은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정
서 상태를 말하며, 특수희망(specific hope) 또는 상황희망(situational hope)이라고도 한다. 이는 어떤
특정한 상황조건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강도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불안정적인 개인
차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특성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상태희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이론에서 특성희망과 상태희망을 주도 사고와 경로사고로 구성되는 인지적 측면으로 나눈다. 희
망이론의 구성요소는 첫째, 실천 가능한 목표를 갖는 것, 둘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 방법
인 희망경로를 탐색하는 것, 셋째,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동기인 희망주도를
갖는 것이다(Snyder, 2002). Snyder, Lapointe, Crowson, Early(1998)의 연구에서는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열심히 노력할거야, ‘나는 목
표 달성을 이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와 같은 내적인 자신감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자기 암시의
말들을 자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opez, Snyder 및 Pedrotti(2003)는 희망을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지향적인 사고
이며,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Snyder(1994)는 희망수
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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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다하지 않으며,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
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김택호, 2004: 재인용)고 하였다.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변
경할 수 없는 목표에 직면했을 때 대안적인 목표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하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정체된 것에 대해 비생산적으로 숙고하는 경향이 있다(Michael, 2000). 청소년의
경우, 희망이 역경 상황 특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김택호,
2004; Kaplan, 1999). 오혜진(200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희
망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희망은 비행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희망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스트
레스를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생각하며 대처한다고 하였다. 송은혜(2006)도 학생의 희망적 사
고가 학업성적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희망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향상되며 자존감의 강화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희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일 것이고, 희망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어려
운 상황에 대처해 나가려는 경향성이 낮을 것으로 추축된다. .이와 같이 희망은 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자아탄력성
과 Kremen(1996) 및 Block과 Block(1980)에 의하면,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협의의 개념
으로서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광
의의 개념으로서는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
으로, 스트레스나 위험요인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유형이다. 즉, 자아탄력성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표출하지 않으며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다(이건성, 2009: 재인용). Fine(1991)은 자아탄력
성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역경에서 견뎌내는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이
심리적인 혼란과 외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성공
적인 적응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자아탄력성은 탄력성, 적응유연성, 혹은 회복력 등의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은미․박은전, 2002; 장진아․신희천, 2006).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조건 하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상황적 필요에 따라 충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뜻하는 개념이다(Rutter, 1985).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996) 및 Block과
Block(1980)의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Kumpfer 등(2006)은 자아탄력성이 삶의 도전들 내지 위기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과정, 잠
재력 또는 성공적 적응의 결과이며 외적 환경을 점차 보호적 과정으로 개선함으로써 작은 도전
들을 통해 성장과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기, 2008: 재인용). 스트레스에 직면할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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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Tugade
& Fredrickson, 2004).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교헌, 권선종 및 심미영(2005)의 연구결과는 자
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시험 스트레스 및 소화기 증상, 두통,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을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 920명을 대상으로 한 이예승(20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적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유의미
했고,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심지영(2008)은 자아탄력
성의 하위요인 중 활력성과 낙관성이 스트레스 지각수준을 낮추며, 호기심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박서연과 정영숙(2010)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
업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였고, 여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 외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장진아․신희천, 2006)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이윤주, 2008)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
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자신의 재능과 학업적 성취감에
영향(이쌍이․이수진, 2011)을 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남지역 18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총 136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시 단위 5개 고등학교와 군 단위 3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고등학교 1․2학년생
중에서 443명(남학생 223명, 여학생 220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2011년 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실시는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관리 하에 배부되고 수합되었다. 회수된 443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하고 총438부(남학생221명, 여학생 217명)가 최종 분석 자
료 활용되었다.
2. 연구도구
학업스트레스 척도
김동원(2008)이 제작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김동원(2008)의 연구
에서는 비교 2문항, 기대 6문항, 내면 7문항 및 표출 6문항으로 총 4개의 하위척도에 21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먼저 비교 2문항(1. 부모님이 다른 친구와 성적을 비교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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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이 형제(자매)와 성적을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은 문항 수가
적고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
난 2번, 3번, 11번, 14번, 19번 5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대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 충족시키지 못한 것 때문
에 받는 스트레스를 뜻하며, 내면은 우울, 불안, 초조,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등 내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표출은 학교를 그만 두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부수고 싶은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뜻한다. 척도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3
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그런 편이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
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원(2008)의 연구에서의 Cronbach'α 계수는 .89이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α 계수는 .88이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기대 .78, 내면 .84, 표출 .76으로 나타났다.
희망 척도
Snyder 등(1991)의 특성희망 척도와 Snyder와 Simpson(1996)의 상태희망 척도를 종합하여 번안한
것을 김택호(2004)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성희망 척도와 상태희망 척도는 희망이
론의 가설대로 주도적 사고와 경로사고의 2요소인 구조로 구성된다. 주도적 사고는 목표달성을
위해 만들어낸 통로를 따라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자기참조적 사고
를 반영한다. 경로사고는 목표달성을 위해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택호(2004)의 연구에서 특성희망(1문항～8문항중 주도적 사고 2, 6, 7, 8 &
경로사고 1, 3, 4, 5)과 상태희망(9문항～14문항중 주도적 사고 10, 12, 14 & 경로사고 9, 11, 13)
의 총합을 전체 희망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총14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식 5점 평정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택호(2004)의 연구에서 Cronbach'α 계수는 .86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 계수는 .90이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주도적 사고 .86, 경로사고 .85이다.
2)

자아탄력성 척도
Block과 Kremen(1996)에 의해 개발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S)를 다시 김현옥
(2010)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옥(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7문항), 활력
성(7문항), 감정통제(5문항), 호기심(8문항), 낙관성(6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33문항이다. 신뢰
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리커트형식 4점 평정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옥(2010)의 연구에서 Cronbach'α 계
수는 .92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 계수는 .86이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자기수용 .75, 긍정
적 대인관계 .80, 환경에 대한 통제력 .66, 자율성 .65, 삶의 목적 .82. 개인적 성장 .68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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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희망, 자아탄력성, 학업 스트레스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학업스트레스, 희망, 자아탄력성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학업스트레스
성별과 학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1)

요인
기대
내면
표출
학업
스트레스

<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N=438)
고1
고2
전체
구분
F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M

SD

M

SD

M

SD

3.31

.89

3.50

.84

3.41

.87

3.62

.78

3.41

.94

3.51

.87

3.47

.85

3.46

.89

3.46

.87

2.13

.89

2.34

.95

2.25

.93

2.69

.93

2.65

.97

2.67

.95

2.42

.95

2.49

.97

2.45

.96

1.92

.76

2.16

.87

2.05

.83

2.25

1.02

2.33

.97

2.29

.99

2.09

.92

2.24

.92

2.17

.92

2.45

.68

2.67

.73

2.57

.71

2.85

.75

2.79

.79

2.82

.77

2.66

.74

2.7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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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75

p

성=1.69
학년=.01
성×학년=5.98
성=22.75
학년=.94
성×학년=2.02
성=8.22
학년=3.44
성×학년=.95
성=13.83
학년=1.29
성×학년=3.84

*

***

**

***

*

※ 주: 학업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구성문항 21문항(기대 6, 내면 7, 표출 6)을 평균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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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911
.015
.000
.330
.202
.004
.064
.331
.000
.259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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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3.83, p<.001). 남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2.57이었고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2.82로 나타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F=1.29,
p=.257),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84, p<.05).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내면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표출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적 스트레스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은 2.25였고 여학생의 평균은 2.67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F=22.75, p<.001). 스트레스의 표출에서도 여학생의 평균은 2.29로 남학생
의 평균 2.05에 비해 더 높았다(F=8.22, p<.01).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기대에서 성별의 주효
과와 학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5.98, p<.05).
희망
성별과 학년에 따라 희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희망은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F=1.48, p=.225), 학년별에 따
른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59, p=.442).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F=.35, p=.555). 즉,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희망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 사고에서 성별 주효과와 학년 주효과,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
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의 하위요인 중 경로사고에서는 성별 주
2)

요인
주도적
사고
경로
사고
희망

<표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희망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N=438)
구분 M 고1 SD M 고2 SD M 전체 SD
F
남 3.34 .65 3.36 .72 3.35 .69
성=.01
여 3.29 .77 3.40 .82 3.34 .80
학년=.76
전체 3.32 .72 3.38 .77 3.35 .75 성×학년=.42
남 4.03 .62 4.04 .55 4.03 .58
성=5.19
여 3.88 .59 3.92 .66 3.90 .63
학년=.21
전체 3.95 .61 3.98 .61 3.97 .61 성×학년=.14
남 3.69 .53 3.70 .57 3.69 .55
성= 1.48
여 3.58 .63 3.66 .67 3.62 .65
학년=.59
전체 3.63 .59 3.68 .62 3.66 .61 성×학년=.35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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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05
.384
.516
.023
.645
.705
.225
.442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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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19, p<.05). 즉, 남학생의 평균이 4.03으로 여학생의 평균
3.90에 비해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경로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성별과 학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량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1.37, p=.242),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38, p=.093).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F=.60, p=.439). 즉,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호기심과 낙관성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
기심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2.90으로 여학생의 평균 2.79에 비해 높았으며(F=3.87, p<.05), 낙관
성에서도 남학생의 평균이 2.90으로 여학생의 평균 2.70에 비해 높아(F=4.83, p<.05),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호기심이 높고 낙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인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자아
탄력성

<표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N=438)
고1
고2
전체
구분
F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M

SD

M

SD

M

SD

2.73

.58

2.67

.58

2.70

.58

2.76

.57

2.68

.59

2.72

.58

2.74

.57

2.67

.58

2.71

.58

2.68

.55

2.64

.53

2.66

.54

2.75

.60

2.60

.62

2.67

.61

2.72

.58

2.62

.58

2.66

.58

2.90

.58

2.91

.54

2.90

.56

2.85

.61

2.74

.63

2.79

.62

2.87

.59

2.83

.59

2.85

.59

2.94

.59

2.86

.59

2.90

.59

2.82

.65

2.73

.61

2.77

.63

2.88

.62

2.80

.60

2.84

.61

2.81

.42

2.77

.44

2.79

.43

2.79

.48

2.69

.50

2.74

.49

2.80

.45

2.73

.47

2.76

.4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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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성=.09
학년=1.65
성×학년=.03
성=.09
학년=2.96
성×학년=.96
성=3.87
학년=.74
성×학년=1.36
성=4.83
학년=1.94
성×학년=.01
성=1.37
학년=2.83
성×학년=.60
*

*

.768
.200
.857
.706
.086
.328
.050
.389
.245
.028
.164
.908
.242
.093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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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변인 간 관계
희망,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변인 간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희망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보면, 희망은 자아탄력성과 정적 관계(r=.51, p<.01)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위요인끼리의 관계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r=.26～.52, p<.01)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나 희망이 높은 학생이 자아탄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과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r=-.17, p<.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기대 관련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없었으며, 내면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표출과는 유의
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 사고는 학업 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 중 내면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표출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경로사고는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내면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표출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r=-.26,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기대 관련 스트레스, 내면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표출과 모두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활력
성은 학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 중 내면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표출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호기심은 학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고, 낙관성은
학업스트레스 전체와 하위요인인 기대 관련 스트레스, 내면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표출과
<표 4> 희망,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 (N=438)

희망
자아
탄력성
학업
스트
레스

요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주도적 사고 1.00
② 경로사고 .59** 1.00
③ 희망
.91** .87** 1.00
④ 대인관계 .32** .26** .33** 1.00
⑤ 활력성
.33** .26** .34** .66** 1.00
⑥ 호기심
.33** .38** .39** .36** .42** 1.00
⑦ 낙관성
.49** .43** .52** .51** .52** .41** 1.00
⑧ 자아탄력성 .47** .43** .51** .81** .83** .70** .79** 1.00
⑨ 기대
-.04
.01 -.02
.01 -.09
.03 -.26** -.10* 1.00
⑩ 내면
-.20** -.11* -.18** -.17** -.28** -.07 -.38** -.29** .57** 1.00
⑪ 표출
-.26** -.10* -.21** -.19** -.22** -.04 -.30** -.24** .30** .61** 1.00
⑫학업스트레스 -.21** -.09 -.17** -.15** -.24** -.03 -.39** -.26** .75** .90** .79** 1.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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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3.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희망과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희망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β=-0.5,
t=-.97, p=.333),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유의한 부적 영향(β=-.24, t=-4.41, p<.00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자아탄력성이 가지는 설명력은 7.1%였다. 독
립변인 간의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7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1.5
이하로 나타나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과 자아탄력성의 각 하위요인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희망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독립변인
상수)
희망
자아탄력성
(

<표 5>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438)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VIF
B
표준오차 β
3.99

.24

-.06

.07

-.38

.09

16.46

.000

-.05

-.97

.333

1.347

-.24

-4.41

.000

1.347

F

R²

16.63

.071

***p<.001

<표 6>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희망 및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다회귀분석 결과 (N=438)
표준화
비표준화
계수
계수
독립변인
t
p
VIF
F
B
표준오차 β
(상수)
3.73
.20
18.67
.000
낙관성
-.53
.07
-.43
-7.99
.000
1.545
호기심
.22
.06
.17
3.52
.000
1.305
24.64
활력성
-.23
.08
-.18
-2.89
.004
2.003
대인관계
.16
.08
.12
2.08
.038
1.90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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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희망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사고와 경로사고는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β=-.43, t=-7.99, p<.001)과 활력성(β=-.18, t=-2.89, p<.01)은 부적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호기심(β=.17, t=3.52, p<.001)과 대인관계(β=.12, t=2.08, p<.05)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이들 4개 하위요인이 가지는 설명력은
18.5%였다. 독립변인 간의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4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
수는 모두 2.5이하로 나타나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가
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 자아탄력성 및 학업스트레스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부분적으
로 나타났다. 먼저 학업스트레스 전체에서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남학생에 비
해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스
트레스 인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박새와(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김현희(2009)의 연구
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많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
레스 전체에서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1학년 때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낮지만, 2학년에서는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남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상승하여 남학생
과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비슷해졌음을 볼 수 있다. 박새와(2012)와 박영아(2011)의 연구에서
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자은(2000)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내면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표출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면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표출에서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았다.
희망 전체에서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긍정심리적 요인들을 다룬 일
부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희망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장은영,
2004; Lopez, Gariglietti, Merkley, Reynolds, & Wettersten, 1999). 희망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 사고는
희망 전체와 마찬가지로 성별 주효과와 학년별 주효과, 성별과 학년별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사고는 성별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은영
(2004)의 연구에서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에 비례하여 남학생의 성취동기가 다소 높고, 학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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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더 잘 한다는 것이 희망하는 목표의 대안을 찾는데 영향을 미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자아탄력성 전체에서도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
과는 자아탄력성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강희경, 2006;
이건성, 2009; 이쌍이․이수진, 2011)와 일치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호기심과 낙관성에
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에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에
비해 더 높았으며, 낙관성에서도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호기심이 더 강하고 더 낙관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지영
(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호기심과 낙관성이 높은 것이 환경적인 변인인 부모의 학벌과 경제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희망, 자아탄력성 및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은 자아탄력성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하위요인끼리의 관계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희망이 높은 청소년이 자아탄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은 학업스트레
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기대 관련 스트레스, 내면적 스트레
스 및 스트레스의 표출과 모두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
이 높은 학생이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이쌍이와 이수진(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다. 송은혜(2006)도 학생의 희망적 사고가 학업성적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희망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향상되며 자존감의 강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셋째,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희망은 학업스트레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이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는 최동욱(2005)의 연
구에서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 및 경로가 부족하여 목
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지각한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낙관성과 활력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호기심과 대인관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학
업스트레스에 대한 낙관성의 부적 영향과 대인관계 및 호기심의 정적 영향을 규명한 이쌍이와
이수진(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Klohnen(1996)은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낙관성 활력성 등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성, 삶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
였다. 정소희(2004)의 연구에서도 낙관성과 활력성이 낮고 호기심이 높을 때 학업스트레스를 많
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상관분석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상관성이 없었던 호기심과 부적 상관을
가졌던 대인관계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억압(suppression)이 발생하였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00). 억압은 독립변수들의 상호간 통제에 의해 발생되는 것
으로 선행연구(이쌍이․이수진, 2011; 정소희, 2004)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있다.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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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경우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잘 조절해 나갈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
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긍정심리적 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프
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회귀분석결과에서 희망이 학업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탄력성만이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풍토에 매몰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하고 실제적인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
이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보호받을 수 있음(장정현․고재홍, 2010)을 시사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희망이 높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대처
전략을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들을 찾는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 Snyder(2002)의 연구결과와도 다르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미
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학업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자신의 성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는 실현가능성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희망수준 향상을 위한 실천적
인 개입의 필요성(정미나․이창식, 2011)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희망수준의 폭을 넓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희망이 선행연구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무형적 개념의 희망을
측정하기에 다소 많은 제약이 따른다(정미나․이창식, 2011)는 점에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희망을 개념화한 권경희(2008)의 연구나 청소년 심리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희망의 개념을 측정할 수 연구(정미나․이창식, 2011)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Hyun, Lee와 Park(2003)은 한국 청소년이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
도한 기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확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분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
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권경희, 2008: 재인용). 또
한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탄력성 고취방안이 요구되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라는 점에서 중요
하다. 청소년이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
는 대처능력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유연한 대응으로 안정감을 높이고, 자
신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상관성을 나타낸 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업스트레스에 희망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데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학업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희망감을 고취시
키는 한편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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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Myeung-Hui Kang

Soo-Yeon Lee

Daegu Haany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For
this purpose, we had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with first and second graders in high school and
utilized 438 students’ answers excluding some mistakenly collected ones. As for the Two-Way ANOVA
analysis, we had yielded coefficients among hope, ego-resilience, and academic stress, and perform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hope, ego- resilience, and
academic stress variable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s as well as between grades.
The main effect of gender was shown in academic stress, while the main effect of grade was not significant,
and the effect of interaction was significant. However, as for hope and ego-resilience, the gender, grade and
interaction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Second,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mong hope, ego-resilience,
and academic stress found that hop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go- resilience,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cademic stress. Also, ego-resilience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cademic stres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it had turned out that hope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academic stress while ego- resilience did hav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it. It was shown that among the sub-factors of ego- resilience, optimism and vitality had negative
influence, while curios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had static influence. Ego-resilient adolescents while at the
same time to inspire a sence of hope to help cope with academic stress on health so that you can grow in
the deve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Key words : hope, ego-resilience, academic stress,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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