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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고 더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성인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스
트레스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제
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건강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
질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도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은 암시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회심리학 영역에서는 생활스트레스(life
stress), 조직스트레스(organizational stress). 직무스트
레스(job stress)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Winnubst, 1984), 스트레스학(Strressology)으로서 학
문의 한 특수 영역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며(Selye,
1983), 이제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의 주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어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스트레스(stress)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nger”
로서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이후
string, strest, straisee등으로 쓰이다가 14세기에 이르
러 stress라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Ivancevich &
Matteson, 1980). 당시는 고뇌, 억압, 곤란이나 역경
등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뜻하는 “Stress”라는
용어는 19세기에 그 근원을 두며, 다분히 기술 과학적
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Winnubst, 1984). 즉 물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 압력, 강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의는 힘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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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물체나 인간은 외부 압력에 저항해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도 포함되
어 있다. 이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이 물리학
에 도입되면서부터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더욱 일반화
되었다. 즉 고체 자료의 탄력성이 연구되기 시작하면
서 스트레스는 물체에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의미하며, 긴장은 그 압력의 결과 내부에서 일어난 수
축이나 크기 및 형태의 변화 등을 뜻하게 되었다.
이러한 용어가 의미하는 개념은 Hall과 Mansfield
(1971)의 설명으로 잘 표현된다. 그는 스트레스를 어
떤 체계에 작용하는 외적 힘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외적 힘에 의해 야기되는 내적 체제 상태의 변화를
긴장(strain)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긴
장은 동의어가 아니다. 조직의 긴장과 반응은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것은 개인의 외적 스트레스가 되고, 개
인은 다시 이것을 내적 긴장으로 발전시키며, 개인은
다시 내적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반응을 하게 된다.
Hans Selye는 “일반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 GAS)"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스트레
스가 신체 부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
다는 뜻에서 일반적(general)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신체를 적응 또는 대처시키기
위해 세련된 방어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적응
(adaption)이라 했으며, 그리고 일종의 반응이 일어난
다는 의미에서 증후(syndrome)라 불렀다. 그는 스트레
스 단계를 경계단계(alarm stage), 저항단계(resistance
stage), 탈진단계(exhaustion stage)등 3단계로 구성하
고 최종 단계에 이르면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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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구조가 생성되고
발달하는 시기로 성장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학교라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됨으로써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
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적응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며, 갈등과 무기력함 등을 나타내기도 한
다. 더구나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성취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Elkind(1983)는 초기 아동부터 지적 발달을 강요하
는 사회 분위기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
는데 주요 원인으로 너무 이른 시기부터 책임감을 강
요하고 분리의 불안을 안겨주는 부모, 학교의 획일성
과 억압적인 분위기, 점수 경쟁, 폭력과 범죄의 위협
에 대처하도록 재촉하는 것, 지나친 기대를 부과하는
것, 지루한 공부시간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andberg(2000)는 어린이의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
면서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동발달에 매우 크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예로서
아동이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겪게 되면 정신질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심리학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스포츠심리학 분
야에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아동의 스
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현대사회에서 성인은 물론 아동들은 급속도로 발
달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친구들과 자연을 벗 삼아 활
동의 욕구를 분출시키기 보다는 학원과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에 사로잡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에의 참여는 신체의 성
장, 발달 및 건전한 오락 기능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지적 능력과 함께 창조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급격한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회로의 창조
적인 통합이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신체활동에의 참
여는 아동이 집단에 잘 적응하고, 사회의 행동규범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어 아동의 사회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ver, 1978).
Crew와 Landers(1987)는 운동과 스트레스 반응성

에 대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하여 유산소성 운동을
한 사람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평상시의 수준으로 빨리 되
돌아간다고 분석한 바 있다. Morgan(1997)과 Paluska
와 Schwenk(2000)는 운동프로그램의 참여가 정상인뿐
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정신
건강과 심리적 만족감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신체활동에의 참여
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아동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변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요인이 무엇인
지를 밝히고, 방과 후 신체활동 형태에 따른 집단간
스트레스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함으로써 아동
의 스트레스 대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내용을 알아
보고 집단간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1,016명의 아동을 다단계
유층표집법으로 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시에
학년을 5-6학년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5학년 이
상이면 설문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성별
인원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표집인원
성별
남
여
구분
228
300
5
(43.18)
(56.82)
학년
168
320
6
(34.43)
(65.57)
386
620
전체
(38.98)
(61.02)

인원(%)
전체
528
(51.97)
488
(48.03)
1,016
(100)

김인수

2. 조사도구
1)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용 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6학년 초등학교
아동 100명, 읍지역과 면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아동 각 5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
(pilot-study)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의 첫 번째 단계
에서는 아동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요목을
있는 대로 쓰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예비검사에서 작성된 200명의 아동
의 스트레스 요목을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여 요목화
하는 작업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작성된 문항은
총 53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작성
된 요목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거쳐 5단계 Likert형
척도화 하였다. 즉, 각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완전히 동의한다(5점)’의 척도에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작성된 예비 질문지를 전체 연구대
상에 적용하여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타
당도는 ‘검사점수에서 추론된 내용을 지지해주는 정
도’를 의미한다(이순묵, 이본건, 1995).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스포츠심리학자
의 의견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측정하고
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의 각 측정변수의 공
통변량 추정방법은 SMC(square multiple correlation)
로 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분석을 통과한 항목을 대상으
로, 개념별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은 고
유치(eigen value)의 최소값이 1이상인 요인들을 추출
하였으며, 요인구조의 회전방식은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인 varimax를 이용하였다. 요인분석에 의한
문항의 선택은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값들을 기준으
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 수는 22개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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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결과에 대한 모델의 부합도 지수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문항특성(평균,
표준편차, 문항간 상관, 첨도와 왜도)을 살펴보았으며,
측정변인의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구한 결과 요인부하량은 .40～.86의 범위를 보
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α의 범위는 .85～.93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방과 후 신체활동 변인 측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 변인
을 운동선호도, 운동능력 변인과 운동참여변인으로는
운동참여 빈도, 시간, 기간을 측정하였다. 운동선호도
의 측정은 초등학교아동 스스로가 자신은 신체활동
즉,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낮다’, ‘보통이다’,
‘높다’의 3단계 Likert 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운동
능력은 자신의 운동능력은 다른 친구에 비해 어느 정
도인가에 대해 ‘높다’, ‘보통이다’, ‘낮다’의 3단계로 평
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의
운동선호도와 운동능력은 주관적 평가이며 아동스스
로 지각하는 운동선호도와 운동능력이다.
신체활동참여변인은 빈도의 경우 주당 참여빈도와
참여시간 및 지금까지 동일한 신체활동에 참여한 기
간을 3단계로 측정하였다. 참여빈도의 경우 주당 참여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저’ 집단으로 주당 참여빈도
가 3-4회이면 ‘중’ 집단으로 5회 이상이면 ‘고’ 집단으
로 구분하였고, 참여시간은 1회 참여시 30분 미만인
경우 ‘저’ 집단으로, 30분 - 1시간 이면 ‘중’ 집단으로,
‘1시간 01분 이상이면 ’고‘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PC-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를 이용하여 각문항의 기술통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위해서 AMOS4.0
버전을 이용하였다. 집단간 스트레스 요인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첫째, 아동의 성별과 학년별 집단간 스트레
스 비교를 위해서는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을 실시하였고, 방과후 신체활동 집단간 비교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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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집단간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DUNCAN의 post-hoc test를 실
시하였다.

III. 결과
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1) 내용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을 위한 자료처리의 첫 단
계로 각 문항의 내용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문항내용 및 기술통계
요인

놀이
관련

공부
관련

친구
관련

내용
용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서
놀 수 있는 도구나 장소가
부족해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부모님이 숙제하라고 할 때
부모님이 집안일을 시킬 때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학교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나쁠 때
학교친구와 말다툼이 많아서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때
친구들이 놀려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운동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관련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평
균
2.43
2.63
2.79
2.65

표준
편차
1.36
1.39
1.42
1.41

첨
도
0.56
0.41
0.25
0.30

왜도
-.89
-.97
1.04
0.24

2.04 1.17 0.99 0.10
2.81
2.33
2.72
2.82

1.30
1.19
1.24
1.32

0.14
0.62
0.16
0.24

-1.02
-0.51
0.97
-.99

2.37 1.18 0.63 0.41
2.37
2.22
2.35
2.59
1.87

1.39
1.13
1.39
1.42
1.09

-.35
0.57
0.66
0.39
1.08

0.99
-.64
1.09
0.70
0.91

2.05 1.18 0.92 -.16
2.09 1.20 0.94 0.23

<표2>에 의하면 각 문항의 평균 범위가 1.87～2.81로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
준은 보통(3.0) 이하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각 문
항들의 첨도와 왜도가 +2를 넘지 않고 있고 한 척도
에 50%이상 반응비율이 집약된(과빈도)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 지수는 표본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KMO 값이 작으면 변인간의 상관이 다른 변인에 대

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인들
을 요인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양병화, 1998).
Kaiser(1974)는 KMO 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고, .80
이상이면 양호하며, .60이나 .70정도면 보통이고 .50이
하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90이상으로 좋은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
변인간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Ber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χ2 =
1021.69(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Kaiser(1974)는 단순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의 크
기를 비교하여 표본의 적절성(sampling adequacy)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이 지수가 1에 가까울
수록 표본의 상관은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내
용은 최종 17문항이 추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나쁠 때”로 나타
났고, 가장 낮은 평균은 “친구들과 아울리기 힘들다”
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으로 추출된 내용은 ‘용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 게임
을 하지 못해서’, ‘놀 수 있는 도구나 시간이 없어서’
등 주로 놀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나타나 본 연구자는
이를 ‘놀이관련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 추출된 내용은 ‘부모님이 공부하
라고 해서’, ‘부모님이 숙제하라고 할 때’, ‘부모님이
집안일을 시킬 때’, ‘영어공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서’등 주로 학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나 본 연구
자는 이를 ‘학업관련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세 번
째로 추출된 요인의 내용은 주로 학교친구들과의 관
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친구관련 스트레
스’로 명명하였으며 네 번째로 추출된 두 문항은 운
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운동관련 스트레스’로 명명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각 문항의 요인 부
하량은 .41～.77의 범위를 보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에 대한 내적 일치

김인수

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해본 결과
첫 번째 요인인 놀이관련 스트레스요인에서 α 값은
.92를 보였고 타당도계수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의 범
위는 .75~.41로 나타나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고, 설명
변량이 .5891로 놀이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58.91%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α값
이 .87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77~.46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량이 .2142로 나타나 학업관련 스트
레스가 전체 스트레스의 약 21%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인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서 α 값이 .85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63~.44로 나타났다. 운동관련 스트레스에서는 α값이
.73으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59~.51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신뢰도는 .60이
상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Nunnally, 1978; Van De Van & Ferry, 1979)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높은 수
준의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I

요인II

요인III

요인IV

놀이
관련

16
17
14
21
22

.75
.67
.56
.43
.41

.06
.18
.28
.22
.17

.12
.11
.10
.16
.11

.21
.18
.08
.19
.22

공부
관련

13
9
1
8
2
15

.18
.22
.10
.22
.20
.08

.77
.60
.53
.52
.48
.46

.17
.15
.20
.15
.14
.12

.09
.22
-.06
-.02
.14
.11

친구
관련

4
12
6
18

.14
.01
.12
.22

.09
.16
.22
.06

.63
.59
.56
.44

.10
.24
.11
.18

운동
관련

10
20

.16
.05

.09
.07

.08
.16

.59
.51

Cronbach's α

.92

.87

.85

.73

고유치

9.15

3.52

2.34

1.17

설명변량

.5891

.2142

.1007

.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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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구
조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본 자료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
Windows 버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
수들에 대한 추정방법은 AMOS의 기본 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 검증은 최대우도모수 추정값
(회귀계수, 표준오차)을 산출하고, 모형의 전반적 적합
도 지수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정은 χ2 , df, 일반부합치(GFI). 비교부합치(CFI), 근
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등에 의해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초부합치(GFI)는 표본의 크기나 다변
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제안
모델의 적합도를 잘 설명해 주는 지수로 .90이상이면
매우 적정한 모델로 평가받는다(조선배, 1996). 비교부
합치인 CFI는 .90이상, NFI와 NNFI는 .90이상 그리고

χ2/df는 2.0보다 작을 때 모델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허명회, 1999). CFI, TLI 값은 0에서 1의 범
위를 갖지만 1에 가까울수록 모델부합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하고 .90이상이면 매우 양호한 모델로 간주된
다.
다음 <표4>는 본 연구의 요인분석 적합도를 나타
내는 결과이다.
표 4.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모델 적합도
지수
구분
지수

χ2

df

GFI AGFI RMSEA NFI

296.62 113 .920 .902

.048

.900

CFI
.897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
의 스트레스척도의 측정모형은 4요인 구조모형의 전
반적인 적합도 지수로 χ2 값이 296.62이고 자유도는
113으로 확률치 p=.01로 나타났다. 많은 모델에 있어
서 적합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χ2 값과 자유도를 이용
을 Joreskog(1969)가 제한한 바 있다. 그는 χ2/df가(Q
= CMINDF) 3.0 이하이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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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의 CNINDF = 2.62로 적합한 모델로
볼 수 있다. GFI와 AGFI 값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
타나 매우 양호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RMSEA 값이 .05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아동
의 스트레스 척도는 매우 양호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
레스 요인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아동의 운동참여에 따른 스
트레스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비교
초등학교 아동의 인구통계적 변인 중 성별과 학년
별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의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은 놀이와 관련
된 스트레스와 운동관련 스트레스에서 F=5.77과 4.85
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p<.05)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관련 스트레스에서 성별효
과가 F=4.38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
하게(p<.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
우 놀이와 운동관련 스트레스를 여학생에 비해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여학생은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학년간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
아 5학년과 6학년 사이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차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
스비교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참여 변인에 따
른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아동의 운
동선호도와 운동능력 변인을 추가하여 이들 변인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5. 초등학교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년별 스트레스 비교
학년
5
6
F
스트 성 평균 표준 평균 표준
성별*
성별 학년
레스 별
편차
편차
학년
남 2.48 1.00 2.67 0.97
놀이
5.77* 1.73 0.19
여 2.31 1.05 2.41 0.95
남 2.63 0.94 2.74 0.83
학업
4.38* 2.73 0.91
여 2.87 0.83 2.96 0.77
남 2.48 0.97 2.21 0.85
친구
0.53 1.14 1.32
여 2.53 1.11 2.12 0.87
운동

남
여

2.13 1.08 2.30 0.98
4.85*
1.97 1.09 1.99 0.86

0.87

0.45

전체

남
여

2.41 0.81 2.46 0.67
2.52 0.76 2.29 0.63

0.81

2.15

2.29

* p<.05

3)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
스비교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참여 변인에 따
른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아동의 운
동선호도와 운동능력 변인을 추가하여 이들 변인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인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운동선호도에 따른 집단간비교의
경우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 F=4.44로 나타나 운동선
호도가 중간 이하인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p<.05)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능력별 집단간에는 운동관련 스트레스에서
F=4.48로 나타났고, 사후검증결과 운동능력이 낮은 집
단일수록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아동의 인지된 운동능력수준이 운동관련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변인에 따른 집단간 비교에서는 운동참여
빈도의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참여기간의 운동관련 스
트레스에서 F=3.12와 F=3.83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아동의방과 후 운동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친구관
련 스트레스가 낮은 반면 운동참여 빈도가 낮으면 친
구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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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에 따른 집단간 스트레스 비교
구
분
운
동
선
호
도
운
동
능
력

참
여
빈
도

참
여
시
간

참
여
기
간

놀이관련
집단

학업관련

친구관련

운동관련

평균 표준 평균 표준 평균 표준 평균 표준
편차
편차
편차
편차

저(A)
중(B)
고(C)

2.52 1.11
2.49 0.87
2.50 1.00

2.62 0.72
2.83 0.86
2.72 0.85

2.29 0.90
2.25 0.85
2.02 0.95

2.18 0.59
2.00 0.85
2.08 1.04

F
post-hoc

1.50

0.02

4.44*
A, B> C

0.19

저(A)
중(B)
고(C)

2.43 0.93
2.57 0.99
2.50 1.01

2.77 0.84
2.65 0.87
2.83 0.76

2.37 0.99
2.28 0.81
2.16 1.94

2.42 0.62
2.20 0.69
2.02 1.11

F
post-hoc

0.78

1.66

0.96

4.48*
A>B>C

저(A)
중(B)
고(C)

2.60 0.97
2.42 0.98
2.52 0.98

2.80 0.80
2.71 0.85
2.70 0.85

2.41 0.98
2.28 0.84
2.14 0.92

2.13 1.09
2.05 0.98
2.04 0.81

F
post-hoc

1.35

0.48

3.12*
A>B, C

0.87

저(A)
중(B)
고(C)

2.59 0.94
2.39 0.97
2.55 1.04

2.87 0.80
2.62 0.78
2.72 0.94

2.28 0.87
2.24 0.94
2.26 0.95

2.11 1.03
2.05 0.85
2.06 1.05

F
post-hoc

1.62

2.26

0.07

0.15

저(A)
중(B)
고(C)

2.48 0.94
2.61 1.00
2.46 1.06

2.71 0.82
2.74 0.88
2.79 0.82

2.23 0.91
2.26 0.80
2.35 1.04

2.16 1.00
2.25 0.86
1.86 0.95

F
post-hoc

0.68

0.30

0.53

3.83*
A, B>C

* p<.05

운동참여기간의 경우 참여기간이 2년 이상인 집단
이 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운동관련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
하고 방과 후 신체활동에 따른 집단간 스트레스에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서 첫째, 초등학교 아동
의 스트레스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이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남녀 1,01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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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
인은 놀이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운동관련 스트레
스 요인으로 밝혀졌고,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을 비교한 결과 운동선호도와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 빈도는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 스스로 지각하
는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참여기간은 운동관련 스트레
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집단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놀이와 운동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여학생은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구조가 생성되고
발달하는 시기로 성장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학교라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됨으로써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
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적응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며, 갈등과 무기력함 등을 나타내기도 한
다. 더구나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성취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Elkind(1983)는 초기 아동부터 지적 발달을 강요하
는 사회 분위기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
는데 주요 원인으로 너무 이른 시기부터 책임감을 강
요하고 분리의 불안을 안겨주는 부모, 학교의 획일성
과 억압적인 분위기, 점수 경쟁, 폭력과 범죄의 위협
에 대처하도록 재촉하는 것, 지나친 기대를 부과하는
것, 지루한 공부시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수행한 정현주(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시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탈락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시험점
수에 의한 스트레스가 학업관련 스트레스원으로 선택
되었는데, 이는 최근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및 기말
고사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교 시기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
러 가지 문제에 직접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특
히 부모의 불화, 이혼, 가족의 죽음, 이사 등의 문제들
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경우에
는 적응상의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이 크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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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은숙(1989)의 연구와는 다
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400명을 대상으로 이
들의 스트레스요인을 분석한 결과 친구관계, 부모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컴퓨터 및 신체활동의 네 요인이
추출되었다는 정현주(2007)의 연구결과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관련 스트
레스 중에 컴퓨터 게임관련 스트레스가 추출되었는데
이는 현재 초등학교 아동의 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컴퓨터와 광통신의
발달을 포함한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 게임이 보편
화 되어있고 상급학교 진학과는 비교적 먼 거리에 있
는 초등학생의 경우 컴퓨터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으로 첫째, 외모, 건강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 둘째,
부모 및 가정 경제요인을 포함하는 가정적 요인 셋째,
학교 요인, 넷째, 사회 요인으로 구분한 강혜영 등
(2003)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특이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던 운동관련 스트레스가 하나의 요인으로 선
택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초등학교아동 시기에는 자신
이 생각하는 운동능력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신의 능력, 기술, 그리고 사
회적 관계 등에서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느낌을 자기
존중감(self-esteem)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트레스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는 자기존중감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Weigel, Wertlieb & Feldstein(1988)
은 자기 존중감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노
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
진 개인은 높은 스트레스에서도 잘 견디고 해결하지
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Kliewer와 Sandler(1992)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아동의 운동능력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생의 인구통계적 변인 중 성별과 학년에 따

른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성별간에 스트레스 양상
에 차가 있었으나 학년간에는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Kudielka 등(2000)은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반
응을 설명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스트레스에 반응을
달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에 반응하
는 민감성, 호르몬, 대처스타일 등에서 성별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비추어 아동들도 성별간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반
응성 및 대처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
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와 관련된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신체활동에 참가에 대한 스트레스 효과를 연
구한 박노혁(2003)은 방과 후 신체활동에 참여한 집단
이 비 참가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참가 기
간이 오래된 학생일수록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으
며, 참가정도는 스트레스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외자율체육활동이 초등학생의 전체 스트레
스 해소에 효과가 있고, 과외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부모, 가정환경, 학업, 친구, 교사 및 학교의 5가지 스
트레스 요인 중에 부모, 가정환경, 학업 요인의 스트
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원식(2004)의 연구 결
과와도 일부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운동참여
와 스트레스 반응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산소성 운동을 한 사람이 심리적 스트
레스에 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도 평상시의 수준으로 빨리 되돌아간다고 분석한
Crew와 Landers(198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
다. 많은 연구들은 운동참여는 개인의 심리적 행복감
(well-being)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지님으로서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효과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운동참여는 불안, 우울, 적대감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운동참여는 신체 제기관의 효율성을 높여 스
트레스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Gauv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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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은 4개월 동안 운동에 참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
은 집단간 비교연구에서 운동에 참여한 집단은 최대
산소섭취량, 유산소성 체력 등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반응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운동의 형태와 관련하여 유산소성 운
동이 스트레스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증거들은
많다. Gauvin과 Spence(1996)는 그 이유로 (1)유산소
성 운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대처를 향상시켜
준다. (2)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줄여준다.
(3) 유산소성 운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에 반하
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를 고려하면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
는 신체활동 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효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활동참여가 인간의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으
로 기여하는 이유에 대해 Vallerand 와 Blanchard
(2000)는 운동수행은 정도의 차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부정적, 긍정적인 정서적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
장하였다. 정서는 운동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스포츠 경험을 통해 정서가 표출되고 신체활동을 통
해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본 연구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다. 또한, Blumanthal, Emercy, Madden (1991)은 운
동참여의 장기효과를 설명하면서 운동참여는 스트레
스를 비롯한 우울 등의 완화 효과가 유의하다는 사실
을 밝힌 바 있고, Berger와 Owen(1988)은 수영참여자
를 대상으로 운동참여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Rees와 Hardy(2000)는 신체활동의 효과를 사회적
지원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정서적 지원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타인의 지원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사회적 지원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정서적, 자존심(esteem),
정보적, 가시적(tangible) 사회적 지원이다. 이들 중에
서 정서적 지원이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크게 작용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따라서 초등학
교 아동의 경우 신체활동 참여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서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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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체육이나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발달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 지적발달, 정서
적․도덕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전인적 교육의 중요
한 영역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신체활동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강
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아동의 신체활동은
아동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지원, 성격타입 및 대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이 모두 고려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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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tress Fact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due to Participation of
Physical Activities after Class
Kim, In-Soo(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and to compare of
stress fact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due to participation of physical activities after class. The subjects
were 1,016 elementary children who live in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The scale was used stress
scale for elementary children which was made by this research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analysis cont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First factor was stress related their play, the
Second factor was stress related their learning, the third factor was stress related their friends, and final
factor was stress related their physical activities.
2. In analysis between sex and grade, boys shows higher stress related play, friends than those of girls, but
girls shows higher stress related learning than that of boys. The grade had not effect to their stress.
3. The group more like physical activities shows lower stress related their friends than lower of that, and
the group who recognized their ability of physical activities as high shows lower stress related physical
activities than that as lower.
4. In analysis compare between group which participated in physical activities after class and group which
had participated in those, participation group shows lower stress related their play and physical activities than
the group didn't have participated in those. The factors of frequency and periods of physical activities
participation influence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 Key words : stress fact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physical activity, aft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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