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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이
초등학교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1)
The Effects of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ers and
Ego Resilience on School-Related Stress in School Aged Children

권혜진(Kwon, Hye-jin)*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이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천안에 위치한 초등학교 4, 6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t-검정,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긍정적으로 또래를
표상하는 아동들이 부정적으로 또래를 표상하는 아동보다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아동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은 아동
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탄력성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제어：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 스트레스

I. 연구목적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
1) 본 연구는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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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취학을 하게 되면 아동의 생활환경은 가정과 이웃을 벗어나서 학교로 범
위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들은 부모, 가정생활, 또래, 학업,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생활사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김교헌, 권선중, 심미영, 2005; 정동화,
1996; 정현희, 최경순, 2001; 한미현, 1996), 이에 대처해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함께 중요한 생활 장면으로서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학교는 학업성취의 목적을 갖고 생활하는 곳 일 뿐
만 아니라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아동기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
되는 장이기 때문에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많은 부분이 학교와 관련이 있
다. 초등학생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시사저널, 2001)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나타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학년일수록 심하였다. 또한 이렇게 쌓인 스트
레스를 친구와의 싸움이나 다툼 등으로 푸는 것으로 나타나서(노컷뉴스, 2007) 아
동들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령기 아
동의 중요한 생활장면인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교육과정의 난이도
가 높아지며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
면서 아동은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처능력
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정신적, 신체적 증상화, 문제행동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는 점에서 아동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라는 생활 장면에서 겪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아동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는 개인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비슷한 환경의 유사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적, 대인관계
적, 환경적 체계의 상호과정에서 유발되므로(Lemper & Clark-Lempers, 1990), 개
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양은 다르다. 최근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 유무보
다는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개인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교헌 외, 2005;
정현희, 최경순, 2001; Herman-Stahl & Peter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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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아동들마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하는 스트레스 중재변인 관
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자아존중감(백혜
정, 황혜정, 2006; 장영애, 이영자, 2004), 자아통제감(정현희, 최경순, 2001), 자아
탄력성(김교헌 외, 2005; 이윤주, 2004; Kwok, Hughes, & Luo, 2006) 등과 같은 아
동의 자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
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 또래, 교사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박경애, 1997; 정동
화, 1996; 한미현, 1996) 요인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차이를 설명,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최근 스트레스 중재변인으로서 자아관련 변인 중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김교헌 외, 2005; 이윤주, 2004; Kwok,
et al., 2006).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
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
력(Block & Block, 1980)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환경의 요구에 따라 긴
장을 인내하면서 자아통제수준을 조절하는 역동적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Letzring, Block, & Funder, 2005)을 가지고 있어서 낯선 상
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고 정서적으
로 안정되어있으며 경험에 개방적이며 병리적 문제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로 인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고통과 스트
레스를 덜 경험하고(Friborg, Hjemdal, Rosenvinge, Martinussen, Aslaksen, & Flaten,
2006),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도 더 적게 경험했다(김교헌 외, 2005). 자아탄력
성은 학업성취도(박은희, 1996; Kwok, et al., 2006), 학교생활만족도(김옥선, 오윤
자, 최명구, 2005)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적응성취(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와 관련이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들보다 스
트레스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더 잘 하였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에는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의 효율성이 떨어
지게 된다(Block & Block, 1980).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외적, 내적 긴장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
는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Klohnen, 1996)으로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직

658 아동권리연구 11(4)

면해서 적응하고 청소년기로의 발달과정을 거치는데 자아탄력성이 적응적 성격
차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스트레
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Tugade &
Fredrickson, 2004).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부적응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것은 아니어서 Luthar(1991) 등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도 부모의
갈등을 포함한 높은 스트레스환경에서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의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가
지는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은 부모나 또래, 교사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박경애,
1996; 정동화, 1996; 한미현, 1996) 정도가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또래지지는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정동화, 1996)으로 나타나서 학령기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의 또래관계가 아동의 학교관련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기능적 역할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주로 또래집단 내 지위를 조사하는 사회성 측정 검사를 통해 또래수용도로 평가
되어왔다(김유정, 박인전, 2002). 또래수용도는 또래들에 의해 평가된 사회측정적
지위일 뿐, 아동 자신이 인지하는 또래로부터 받는 지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지각은 외적인 자극을 개인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또
래관계가 아동에게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래관계 평
가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또래와의 누적된 사회적 경험에 대한 기억체계인 내적 표상(김지영, 2002)으로
서 또래표상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상황 및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며 반응하
는 근거가 된다(Burks, et al., 1999)는 점에서 또래표상이 학교관련 스트레스 지
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래표상이란 아동
이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기대하게 되는 관계표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이 실
제로 또래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이 애착이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는 정도를 의
미하며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나유미, 2001;
Crick & Dodge, 1994)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래로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적대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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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여, 이러한 아동은 이후에 다른 또래를 만날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 위협적
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또래를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Burks, et al., 1999) 부적응 행동을 보였다. 또래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형성한
아동들은 문제상황,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래에 대해 긍정적 표상
을 형성한 아동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자신에게 더 부정적 또는 적대적으로 지
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대해 아동자신이 기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또래표상과 학교관련 스
트레스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지지자원으로서 또래관계
의 기능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전반
을 다루고 있는데,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생활장면인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내
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적응자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 또는 청소
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자원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
령기 아동의 중요한 생활장면인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심리적
적응 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과 또래표상이 학교관련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학교관련 스트레스 정도 및 학교관련 스트레
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들이 경험하는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과 또래표
상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는 학령기아동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고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이
해를 돕고 이를 기초로 심리적 건강 및 학교생활 적응 지도프로그램, 학령기 아동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계획 수립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년에 따라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들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학교관련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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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아동들의 또래표상수준에 따라 학교관련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들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이 학교관련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표상, 자아탄력성과 학교관련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천안에 위치한 A초등학교 4학년, 6학년아동 중 320명을 무선 표집하여
이루어졌다. 응답이 부실한 8명을 제외하고 31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구 분

빈도

백분율(%)

변인

구 분

빈도

백분율(%)

4학년

155

49.7

중

졸

22

6.9

6학년

157

50.3

고

졸

117

37.7

남아

168

53.8

전문대졸

18

5.7

여아

144

46.2

졸

126

40.3

외동

29

9.3

대학원졸

29

9.4

1명

178

57.1

중

졸

27

8.5

2명 이상

105

33.6

고

졸

143

45.9

부부 핵가족

242

77.7

전문대졸

13

4.1

조부모, 부가족

54

17.3

졸

107

34.3

조부모, 한부모가족

9

2.8

대학원졸

22

7.2

한부모가족

7

2.2

312

100.0

학년

성별

형제수

가족
형태

아버지
학력

대

어머니
학력

대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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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또래표상척도, 자아탄력성척도, 학교관련 스트
레스검사이다.

1) 또래표상척도
이 척도는 Rudolp(1994)가 개발한 아동용 대인도식질문지-또래용(Children's
interpersonal Questionnaire-peer)으로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기대하게 되는
관계표상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아(2000)에 의해 번안되어 양호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보고된 한글판‘아동 대인관계 도식- 또래용’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만 12세까지 사용한 바 있어 본 연구대상
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척도는 또래와의 가상적인 상
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또래가 반응하리라고 기대되는 가장 적절한 반응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기대되는 또래의 반응양식은 (1)보살피는(caring) (2)무관심한
(indifferent) (3)강압적이고 적대적인(hostile)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0, 1,
2로 채점된다.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유형은 각각 0, 1, 2점의 점수를 받게 되
며 또래표상의 전체점수는 0점에서 3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를 부
정적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래표상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a=.823
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척도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있는 상
황적 사건, 혹은 외적, 내적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있게 적응하는 능력(Block &
Kremen, 1996)이다. 본 연구에서는 Block와 Block(1980)에 의해 개념화되고 개발
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은희(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
위영역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이며 각 8문항 총 40문항으
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그렇다(1점)’에서
‘대부분 아니다(4점)’의 4점 척도로 되어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화하였
다. 전체문항의 점수는 40점에서 16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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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a=
.781로 나타났다.

3) 학교관련 스트레스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포괄적인 내용을 조
사하기 위하여 서구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국내의 척도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
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구성한
한미현(1996)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친구스트레스 7문항, 학업스트레스 7문항,
교사/학교 스트레스 7문항 총 21문항으로 학교관련 스트레스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
점)’의 4점 척도로 하였으며 전체문항의 총점은 21점에서 84점까지의 분포를 보
이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척도의 신
뢰도계수는 Cronbach a=.758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용 질문지는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학급 담임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된 후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 8부를 제외하여 312부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문제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독립표본 t 검정, 중회귀 분
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학년에 따른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스트레스의 차이
학년에 따라 아동의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스트레스 점수의 차이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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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학년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면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모두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관련스트레스 하위 영역별로는 학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표 3>에 따르면 4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에 비해 친구스트레스와 교사/ 학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년에 따른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변

인

(N=312)

학년(N)

M

SD

t

또래표상

4학년(155)
6학년(157)

.38
.41

.40
.36

-.89

자아탄력성

4학년(155)
6학년(157)

2.04
2.10

.48
.43

-1.12

학교관련 스트레스

4학년(155)
6학년(157)

2.32
2.21

.70
.58

1.61

한편 아동들의 학교스트레스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4학년(2.32), 6
학년(2.21)로 중간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였다.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하
위영역별로 살펴보면(<표 3>) 4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 모두 학업스트레스 수준
<표 3> 학년에 따른 학교관련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차이
변

인

(N=312)

학년(N)

M

SD

t

학교관련스트레스

4학년(155)
6학년(157)

2.32
2.21

.70
.58

1.61

친구스트레스

4학년(155)
6학년(157)

2.35
2.01

.90
.72

3.68***

교사/학교스트레스

4학년(155)
6학년(157)

2.18
2.01

.79
.67

2.08*

학업스트레스

4학년(155)
6학년(157)

2.44
2.59

.81
.90

-1.65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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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아동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선행
연구나 실태조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아탄력성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4학년 2.04(SD=.48), 6학년 2.10(SD=
.43)으로 나타나서 연구대상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은 중간수준이었다. 아동의 또래
표상 평균은 2점을 기준으로 4학년 .38(SD=.40), 6학년 .41(SD=.36)로 나타나서 아
동들은 비교적 자신의 또래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표상수준에 따른 학교관련스트레스의 차이
<표 4>에서는 또래표상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또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상
하는 집단(이하 긍정적 또래표상집단)과 또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집단
(이하 부정적 또래표상집단)으로 나누어 전체 평균과 하위척도별 평균점수에 있
어서 학교관련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4>은 학교관련 스
트레스 전체 평균점수와 하위척도 중 친구스트레스와 교사/학교 스트레스 평균점
수에서 긍정적 또래표상집단과 부정적 또래표상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또래표상수준에 따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또래를 표상하는 집단의 아동들이 부정적으로 또래를 표상하는 집
<표 4> 아동의 또래표상수준에 따른 학교관련스트레스의 차이

(N=312)

종속변인

집단별

N

M

SD

t

학교관련
스트레스

긍정적 또래표상집단
부정적 또래표상집단

180
132

2.14
2.42

.70
.58

-3.84***

친구스트레스

긍정적 또래표상집단
부정적 또래표상집단

180
132

2.01
2.42

.80
.81

-4.56***

교사/학교스트레스

긍정적 또래표상집단
부정적 또래표상집단

180
132

1.98
2.25

.74
.70

-3.30***

학업스트레스

긍정적 또래표상집단
부정적 또래표상집단

180
132

2.46
2.60

.94
.74

-1.42

***p<.001

아동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이 초등학교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11(4) 665
단의 아동에 비해 학교에서 친구, 교사,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 또래표상이 학교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지자원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른 학교관련스트레스의 차이
<표 5>에서는 자아탄력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하 고 자아탄력성 집단)과 낮은 집단(이하 저 자아탄력성집단)으로 나누어 전체평
균과 하위척도별 평균점수에 있어서 학교관련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
펴보았다. <표 5>는 학교관련 스트레스 전체 평균점수와 세 하위척도별 평균점수
에서 고 자아탄력성 집단과 저 자아탄력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친구, 교사, 학교생활 전반, 학업성취 등과 같은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있게 적응하여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아동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른 학교관련스트레스의 차이

(N=312)

종속변인

집단별

N

M

SD

t

학교관련 스트레스

고 자아탄력성
저 자아탄력성

149
163

2.10
2.40

.63
.62

-4.39***

친구스트레스

고 자아탄력성
저 자아탄력성

149
163

1.97
2.35

.79
.83

-4.20***

교사/학교생활스트레스

고 자아탄력성
저 자아탄력성

149
163

1.95
2.21

.76
.69

-3.12**

학업스트레스

고 자아탄력성
저 자아탄력성

149
163

2.36
2.66

.78
.9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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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이 학교관련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위 연구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학교관련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변인들이 각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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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생성된 모형을 요약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학교관련스트레스에 대한 또래표상, 자아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2

2

2
R (ch) 자유도

모형

R

R

1

또래표상

.18

.033

.030

.033

2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30

.091

.085

.058

R (adj)

F변화량

Beta

t

1

10.63***

.18

3.26***

1

20.02***

.07
.27

1.15*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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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탄력성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또래표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약 3%정도 예측
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 변인이 투입될 때 5.8%를 더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두 변인은 함께 학교관련스트레스를 약 9%정도 예측해주었다. 또래표상과 자
아탄력성은 모두 종속변인이 학교관련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
므로 학교관련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두 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동의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 스트
레스의 차이와 또래표상과 학교관련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학교관련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 두 변인이 학교관련 스
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문
제별로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스트레스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해본 결과
4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은 또래표상, 자아탄력성, 학교관련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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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다만 학교관련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4
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에 비해 친구스트레스와 교사/학교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장영애, 이영자, 2004)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낸다
(이윤주, 2004)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6학년 아
동이 4학년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생활 경험이 많아서 친구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더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4학년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관련스트레스에서는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
에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
스를 학년에 관계없이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들의 또래표상 수준에 따라 학교관련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또래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아동들이 또래를 부정적으로 표상하
는 아동보다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또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심리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관련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친구스트레스, 교사/학교 스트레스도 긍
정적 또래표상 집단이 부정적 또래표상 집단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또래표상을 가진다는 것은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경험수준을 낮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표상이 아동의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Crick &
Dodge, 1994)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또래가 평가한 사회측정적 지위인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김유정, 박인전, 2002)는 연구
결과와 함께 논의해보면 또래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많이 한 아동들은 앞으로 일
어날 또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긍정적 기대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
을 많이 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동들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학교관련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
의 아동에 비해 학교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또한 학교관련 스트레스의 하
위영역인 친구스트레스, 교사/학교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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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들이 자아탄력성인 낮은 아동들에 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시험스트레스 상
황에서 시험스트레스 경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시험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증상 경험수준도 유의하게 낮았다는 김교헌 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4학년, 6학년 아동 모두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중간
수준 이상으로 경험하였고, 또한 학교관련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학업스
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이미 학교 장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중요한 스트
레스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만 이를 관리
하고 중재하는 능력은 부족하여 친구와의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노컷뉴스,
2007)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여서(Robins, et al., 1996) 아동에게 스트레
스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융통
성있게 대응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도 요
구된다.
넷째, 아동의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아탄력성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자아관련 변인이나 또래관계 관련 변인들이 스트레스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완충자원으로 기능한다(장영애, 이영자,
2004; Friborg, et al., 2006)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 백혜정, 황혜정(2006)의 연구에서 자아
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점
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백혜정, 황혜정(2006)은 부정적 자
존감이 우울, 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부정적
또래표상이나 낮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집단의 아동들의 특성이 부정적 자존감이
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이 아동이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며(Block & Block, 1980), 자아통제수준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Letzring,
et al., 2005)이므로 아동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 발생의 예방 차원에서 아동이 높은
자아탄력성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이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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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등과 같은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있어 또래표상과 자아탄
력성만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학교관련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학교의 교수학습 환경에 따라서도 아
동의 학교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어윤경, 2005).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언급된 변인이외의 어떤 변인들이 학교관련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좀 더 영향력있는 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종속변인으로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상정하였는데, 스트레스 지
각의 외현화된 결과물로서 학교적응 또는 문제행동과 관련성을 탐색하지 못하였
다. 스트레스의 존재가 반드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좀 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과
함께 학교적응 또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또래표상 수준과 자아탄력성 수준
을 비교 검토해본다면 또래표상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인 4학년과 6학년 모두 초
등학교 고학년이어서 학교관련 스트레스의 지각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비교를 통해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관련스트레스의 발달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생활환경인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
고 학령기 아동의 학교관련 스트레스의 수준 및 내용을 살펴보고 스트레스 지각
에 개인차를 가져오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
게 적응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은 주로 성인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는
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수준이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
에도 성인이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를 덜 느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또래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상하는 초등
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있어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스트레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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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낮추는 기능을 함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
측정적 지위인 또래수용도가 아닌 아동자신이 또래관계에 대해 기대하는 관계표
상을 측정함으로써 또래관계를 아동이 내적으로 표상한 심리적 기능의 측면에서
스트레스 지각과의 관련성을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은 아직까지 성장과정 중에 있어 부모나 교사, 또래 등 사회적 지지를 필요
로 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유발되
는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적응적 성격자원으로 기능한다는 본 연구결과에 토대
로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개입방법이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생활지도
나 학습지도, 상담 등의 장면에서 의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긍정적인 친구관계 경험은 학교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경험 수준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장면에서 아동들이 따돌림, 괴롭힘 행동
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를 관리할 수 있는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아동의 학교생활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환경의
변화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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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ego-resilience and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ers
as perceived by school-aged children had effects on their school-related stress. The
subjects were 4th and 6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Cheonan.
Statistical techniques used were paired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1) Children with positive representation of
peers had lower school-related stress than those with negative representation of peers;
(2) Children with high ego-resilience and those with low ego-resilience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school-related stress scores; (3)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ers
and ego-resilienc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related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ers, ego-resilience, school-relat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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