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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임 경 희*

순천 학교

본 연구는 등학생의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아

탄력성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충남과 의 4-6학년 등학생 399명을 

상으로 스트 스 경험, 자아탄력성, 학교 응  생활만족의 상 계를 분석하 으며, 스트 스 경험

과 자아탄력성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학교 응과 생활만족은 낮았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

록 학교 응과 생활만족은 높았다. 둘째, 아동의 스트 스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자

아탄력성이 부분매개하는 구조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이 스트 스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 다. 연구를 통해 등학생의 스트 스

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등학생

의 교육과 상담연구에 주는 시사 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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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

복지수의 국제 비교'(연세  사회발 연구소

와 한국방정환재단, 2010) 결과 우리나라 어

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

제 력개발기구(OECD) 비교 상 국가  최

하 라는 소식이 해졌다. 한국 어린이와 청

소년들은 53.9%만이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

하고, 27.0%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

으며 학업과 련한 스트 스가 가장 심하

다고 보고되었다.

의 아동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 ․사

회 으로  더 빠른 변화를 겪으면서 

응해야 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보다 다

양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등학교 시

기의 아동은 발달단계상 격한 신체 ․인

지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정서 으로 불

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가족 계뿐 아니

라 학교의 래집단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인 계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스트 스 상황

에 직면하게 된다(조붕환, 2006). 이 게 증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 스는 아동의 삶

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행복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설

정한 기 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

가하는 단과정이다. 자신이 설정한 기 과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을 비교하여 삶

의 여건들이 기 과 일치한다면 삶의 만족도

는 높아진다. 삶의 만족도는 삶에 한 의식

이고 인지 인 단으로 삶의 질 는 행

복은 개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 으

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에 한 

연구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

는지 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

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김

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1970년  반 

이후 삶의 질에 한 각 개인의 주  단 

자체로 심이 확장되면서 주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 주  안녕 등의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기 시작하 다(Diener, Scollon, 

& Lucas, 2003; 박병희, 홍승표, 2004).

아동의 삶에 한 만족은 하루  많은 시

간을 보내는 학교생활 응과 하게 련

된다. 아동의 학교 응은 아동의 생활에 한 

만족과 행복에 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

는 지표가 된다. 학교 응은 학교생활 반에 

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친구와의 계, 교사

와의 계, 수업에 한 응, 학교의 물리  

환경  학습분 기 등에 해 정 으로 

지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이경화, 정

혜 , 2007). 아동기 학교 응의 요성은 학

교 응이 청소년이나 성인기의 응을 유의

하게 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 지면서(박

상희, 2009)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스트 스와 응에 한 많은 연구들은 스

트 스 자체와 응 간에 직 인 련성은 

낮으며 개인의 응력은 스트 스 그 자체보

다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처능력,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더 많은 향을 받는다고 주

장하면서 스트 스에 한 응  반응의 개

인차를 설명해주는 요인에 한 연구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Kobasa, Maddi, & 

Kahn, 1982; 신정이, 황혜원, 2006; 최미례, 

이인혜, 2003). 즉 같은 스트 스를 경험함에

도 불구하고 스트 스의 부정  향을 게 

받으며 스트 스로 인한 부 응문제를 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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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에 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서

(Compas, Malcame, & Fondacaro, 1988) 개

인마다 문제 상황에 처하는 양상이 다른 

이유에 해 학자들은 응력에서의 개인차

를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

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자아탄력성은 ‘일시 이고 응이 필요한 

스트 스의 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 의 자

아통제 수 으로 변화시키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 인 능력’을 말한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

나 완화시키는 메타 인 능력을 의미하며 당

면한 상황에 처하기 해 자아통제 수 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조 능력과 인지  

능력 등을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lock & Block, 1980; 고민숙, 2002). 자아탄

력 인 사람들은 유능하고 효과 인 지능과 

융통성을 지니며, 스트 스 상황에서 응

이고 상황의 요구에 그들의 지각, 인지, 행동

략을 변화시킨다(Block & Block, 1980; 

Funder, Block & Block, 1983). 자아탄력 인 

사람은 불분명한 장면이나 인 계에서 자

신감 있고 유능함을 느끼는 경향을 나타낸다

(Block & Kremen, 1996). 한 이들은 성

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수행이 우수하며 정신

병리 수 이 낮다. 자아탄력 인 청소년과 아

동들은 험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

을 추구하고 사람에 해 행복을 느낀다.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고 장래에 

해 정 인 믿음을 가지며(박지아, 유성경, 

2002), 효과 인 스트 스 처능력과 다양한 

문제해결 략을 갖고 스트 스나 문제상황에

서 보다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능력을 보

인다(이은미, 박인 , 2002). 

자아탄력성과 스트 스, 응과 련하여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

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잘 응하지만 자

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외  환경변화나 도

에 하게 처하기 어려워 스트 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신윤자, 

2005), 우울, 불안 등의 정서 인 문제가 동반

되어 학교에 부 응하는 경우도 많다(Larson, 

1991).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시험스트

스  소화기 증상, 두통, 불면증 등과 같

은 신체  증상을 더 게 경험하고(김교헌, 

권선 , 심미 , 2005), 부모, 학교, 친구와 

련된 스트 스를 게 받으며(임상희, 2005),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보다 잘 응한다(구

자은, 2000). 한 자아탄력성은 가족건강성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이나 사회  

지지(하 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2008)와 

비교해서 학교생활만족도에 더 향을 많이 

미치며 일상생활스트 스가 정서  부 응에 

미치는 향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유진, 김 희, 

2009).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스트 스를 게 경험하며, 정서

 응과 학교 응에 높은 수를 보인다. 

자아탄력성에 한 연구는 주로 학 아동

이나 이혼가정의 아동과 같은 특별한 어려움

이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상으로 하 으며 

성인이나 청소년 상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일반 아동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등학생을 

상으로 자아탄력성 개념을 용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스트 스가 학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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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그림 1. 스트 스, 자아탄력성, 

학교 응의 구조  계 모형 

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자아탄

력성의 효과에 한 구조  계는 탐색되어 

있지 않다. 한 김유진과 김 희(2009)의 연구

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인 감정  탄력

성과 활력성이 일상생활스트 스의 하 요인을 

통해서 부 응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역

할이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자에 따라 

자아탄력성 요인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심층 인 자아탄력성 연구가 필요함을 보

여 다(Boekaerts, 1996).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학

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구조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고 이를 토 로 자아탄

력성이 스트 스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

치는 향을 완충하는 매개효과가 어느 정도인

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스트 스와 자아탄력

성의 어떤 하 요인들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

에 의미있는 향력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실 으로 스트 스 경험을 조 해  수

는 없으므로 스트 스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

에 미치는 향력에 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

과를 탐색해 보는 것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응하고, 삶에 한 만족감을 증진시

켜 행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구조모형의 

합도는 어떠한가? 

둘째, 스트 스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

는 향을 완충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상

연구 상은 과 충남 소재 2개 등학

교의 4, 5, 6학년 아동 420명이었으며, 설문조

사는 연구자의 의뢰에 따라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는 자

료처리에서 제외하 으며, 총 399명(4학년: 

135명, 5학년: 140명, 6학년: 124명; 남: 206명, 

여: 193명)의 응답결과를 토 로 자료를 처리

하 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 스와 자아탄

력성  학교 응의 구조  계와 스트 스, 

자아탄력성  생활만족의 구조  계를 각

각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스트 스

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직  효과

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 응과 생

활만족에 미치는 간  효과를 모두 포함한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 다. 스트 스와 자아

탄력성  학교 응의 구조  계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 으며, 스트 스, 자아탄력

성  생활만족의 구조  계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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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

생활만족

그림 2. 스트 스, 자아탄력성, 

생활만족의 구조  계모형 
 

측정도구

스트 스 척도

아동의 스트 스 척도는 조붕환(2006)이 제

작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학업 련 

스트 스(시험, 성 , 과제, 학습내용의 어려

움, 학원 련), 가족 련 스트 스(간섭, 차

별, 비교, 지, 신체 , 언어  학 , 경제  

문제 련), 인 계 스트 스(부모, 친구, 

선배, 교사 련), 개인문제 스트 스(외모, 

건강, 성격, 경쟁 련)의 4개 하 요인 51문

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붕환(2006)

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 합치도 Cronbach α

는 체 .94, 학업 련 스트 스 .87, 가족

련 스트 스 .84, 인 계 스트 스 .85, 개

인문제 스트 스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 .96, 학업 련 스트 스 .90, 가족 련 

스트 스 .88, 인 계 스트 스 .92, 개인문

제 스트 스 .86이었다. 

탄력성 척도

아동의 탄력성 척도는 주소 과 이양희

(200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등학교 4-6학년 아동을 상

으로 한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부정  감정의 

인내, 자기효능감, 정  지지 계, 통제력, 

자발성의 5개 하 요인 30문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소 과 이양희(2007)의 연

구에서 제시된 Cronbach α는 체 .89이었으

며, 부정  감정의 인내 .72, 자기효능감 .77, 

정  지지 계 .61, 통제력 .61, 자발성 .6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 .96, 부정  감

정의 인내 .87, 자기효능감 .88, 정  지지

계 .80, 통제력 .80, 자발성 .77이었다.   

학교 응 척도

학교 응 척도는 김용래(1993)가 제작한 척

도를 박상희(2009)가 등학생을 상으로 5

 척도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학교환경 응, 학교교사 응, 학교친구

응, 학교생활 응, 학교수업 응의 5개 하

요인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학교 응 수 이 높음을 나타낸다. 

박상희(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Cronbach α

는 체 .94, 학교환경 응 .91, 학교교사 응 

.78, 학교친구 응 .80, 학교생활 응 .77, 학

교수업 응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 

.97, 학교환경 응 .88, 학교교사 응 .92, 학

교친구 응 .85, 학교생활 응 .81, 학교수업

응 .88이었다.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

한 생활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김완석과 김 진(1997)

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단일요인 5문

항으로 1 (매우 반 한다)에서 7 (매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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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 자아탄력성 학교 응 생활만족

스트 스 1

자아탄력성 -.170
**

1

학교 응 --.160** .775** 1

생활만족 -.157** .616** .595** 1

M 170.43 106.41 140.24 24.61

SD 42.28 22.76 28.53 6.29

표 1. 변인간 상 계수  평균, 표 편차

성한다)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완석 등

(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Cronbach α는 .86

이었으며, 등학생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도 .8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6.0과 

AMOS 6.0 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들

의 평균, 표 편차, 상 계수를 제시하 다.  

**
p< .01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들의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하여 단계선택방법(stepwise)의 다회귀분

석을 하 다.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구조

 계를 확인하고자 모형의 합도를 검증

하 으며, 스트 스 경험과 학교 응  생활

만족의 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하

다. 구조모형 분석에서 계수추정방법은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

용하 으며, 모형의 합도를 정하기 해 

다양한 합도 지수 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x2 검증 외에 NFI, TLI, CFI, RMSEA

를 사용하 다. 

결 과

스트 스, 자아탄력성, 학교 응  생활만족

의 계

아동의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 학교 응 

 생활만족의 변인간 상 계수와 평균    

                                        

표 편차를 표 1에 제시하 으며, 아동의 스

트 스와 자아탄력성  학교 응의 구조  

계와 스트 스, 자아탄력성  생활만족의 

구조  계를 각각 분석하 다. 스트 스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직  효과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 응과 생활

만족에 미치는 간  효과를 모두 포함한 부

분매개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2

에 제시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스트 스는 자아

탄력성, 학교 응, 생활만족에 해 유의한 

부 상 을 보 으며, 자아탄력성은 학교 응

과 생활만족에 해 매우 높은 정 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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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NFI TLI CFI

RMS

EA

학교

응

158.9

5
53 .968 .956 .978 .070

생활

만족
83.04 21 .973 .946 .979 .085

표 2. 스트 스, 자아탄력성, 학교 응  생  

     활만족 모형의 합도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029(-.160)***

-.170 .770

그림 3. 스트 스와 학교 응의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교 응
(상수) 158.640 5.870 27.025

***

스트 스 -.108 .033 -.160 -3.230
**

2 자아탄력성
(상수) 121.964 4.676 26.081

***

스트 스 -.091 .027 -.170 -3.428
***

3
학교 응

(상수) 40.873 6.187 6.607
***

스트 스 -.020 .022 -.029 -.914

자아탄력성 .966 .040 .770 23.955
***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Sobel Test  Z= -3.338, p<.001 

표 3. 스트 스와 학교 응의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나타내었다. 스트 스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

은 학교 응과 삶에 한 만족도가 낮으며, 

자아탄력성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 자아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 응과 생활만족

도가 높으며,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

의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모두 련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스트 스와 자아

탄력성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설정한 부분매개 구조모형은 두 

모형 모두 만족할만한 합도를 보 다.

 

**
p< .01, 

***
p< .001 

 스트 스와 학교 응에 한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

스트 스 경험과 학교 응의 계에서 자

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3단

계 회귀분석 차를 사용하 으며, 회귀분석 

결과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3과 그림 3

에 제시하 다.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들이 학교 응에 미치는 향에 한 

단계선택방법의 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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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학교 응

상수 43.862 5.814 7.544***

통제력 1.970 .365 .320 5.400***

자발성 1.523 .425 .193 3.586***

부정 감정인내 .716 .267 .170 2.678
**

정 지지 계 1.283 .439 .161 2.922
**

가족스트 스 -.176 .079 -.071 -2.220
*

                  R
2=

.618      F=126.914
***

 

표 4.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 하 요인의 학교 응에 한 다회귀분석 

1, 2 단계 회귀분석 결과 스트 스 경험은 

학교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β=-.160, t=-3.230), 스트 스 경험은 

자아탄력성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

다(β=-.170, t=-3.428). 3단계 회귀분석 결과 

학교 응에 하여 스트 스 경험과 자아탄

력성은 각각 β=-.029와 β=.770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 있었다. 1, 2, 3단계 회귀분석

이 모두 유의하 으며, 매개변인인 자아탄력

성이 통제되었을 때 스트 스 경험이 학교

응에 미치는 효과가 β=-.029로 자아탄력성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 β=-.160 보다 훨

씬 어졌다. Sobel Test 결과 Z= -3.338,

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한 자아탄력성이 추가됨으로써 스트 스가 

학교 응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자아탄력성이 스트 스가 학교 응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매개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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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스트 스 경험은 학교 응에 부정

 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탄력성에도 부

정  향을 주지만,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 

가 학교 응에 미치는 부정  향력을 완충

시키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이 학교

응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

력성의 하 요인은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

든 하 요인이 유의한 향을 주며, 스트 스

의 하 요인은 가족스트 스만이 유의한 

향력을 보 다. 

스트 스와 생활만족에 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스트 스 경험과 생활만족의 계에서 자

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5와 그

림 4에 제시하 다.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들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단계선택방법의 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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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생활만족

-.054(-.157)***

-.170 .607

그림 4. 스트 스와  생활만족의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생활만족
(상수) 28.592 1.295 22.075***

스트 스 -.023 .007 -.157 -3.164
**

2 자아탄력성
(상수) 121.964 4.676 26.081

***

스트 스 -.091 .027 -.170 -3.428
***

3
생활만족

(상수) 8.131 1.700 4.784***

스트 스 -.008 .006 -.054 -1.346

자아탄력성 .168 .011 .607 15.148***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Sobel Test   Z=-3.293, p<.001 

표 5. 스트 스와 생활만족의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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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단계 회귀분석 결과 스트 스 경험은 

생활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β=-.157, t=-3.164), 스트 스 경험은 

자아탄력성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

다(β=-.170, t=-3.428). 3단계 회귀분석 결과 

생활만족에 하여 스트 스 경험과 자아탄

력성은 각각 β=-.054와 β=.607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 있었다. 매개효과의 성립을 

한 1, 2, 3단계 회귀분석이 모두 유의하 으

며,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통제되었을 때 

스트 스 경험이 학교 응에 미치는 효과가 

β=-.054로 자아탄력성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의 효과 β=-.157 보다 훨씬 어졌다. Sobel 

Test 결과 Z= -3.293, p<.001로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한 자아탄력성이 추가

됨으로써 스트 스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력이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스트 스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

는 매개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스트 스 경험은 생활만족에 부정

 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탄력성에도 부

정  향을 주지만,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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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생활만족

상수 8.716 1.612 5.407***

부정 감정인내 .246 .070 .264 3.507
**

통제력 .297 .099 .219 3.004
**

정 지지 계 .299 .118 .170 2.543
*

가족스트 스 -.045 .022 -.082 -2.037
*

                R
2=

.394      F= 63.993
***

표 6.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 하 요인의 생활만족에 한 다회귀분석

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  향력을 완충

시키는 데 유용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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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

력성의 하 요인은 부정  감정의 인내, 통제

력, 정  지지 계가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 스의 하 요인은 가족스트 스

만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학교 응과 생활

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탐색함으로써 아동

들이 스트 스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학교

에 응하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한 교육  시사 을 모색하고자 하

다. 등학생의 스트 스 경험과 자아탄력성, 

학교 응  생활만족의 구조  계 탐색을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이 스트 스가 학교 응

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은 스트 스가 많을수록 학

교 응과 삶에 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응이 원만하고 삶

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스트 스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자아탄력성도 낮게 나타나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 모두 학교 응  생

활만족과 련되어 있었다.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

동의 스트 스는 학교 응과 삶에 한 만족

을 해한다. 많은 연구들이 스트 스가 높을

수록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생활 응에 어려

움을 겪으며(김길자, 2004; 김용래, 김태은, 

2004; 이경화, 정혜 , 2007), 스트 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심리  안녕감과 학

생의 행복감, 아동의 주  안녕감이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지 , 2008; 박지 , 2006; 

이하나, 2006). 주지의 사실과 같이 스트 스 

경험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부정  

향을 다.

한 자아탄력성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정 으로 련되어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

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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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윤자, 2005; 채호숙, 2008; 하 주 외, 

2008)과 같은 양상이었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외  환경변화나 도 에 하게 

처하기 어려워 스트 스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특성이 있으며(신윤자, 2005), 자아탄력성

은 개인의 응을 하는 외부 자극으로부

터 잠정 인 응상태로 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Rutter, 1990). 자아탄력성이 높

은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학교수업과 교사, 친

구, 환경측면에서 응을 잘 하며 자신의 생

활에 한 주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

용함을 시사한다.  

둘째, 스트 스와 학교 응의 계를 자아

탄력성이 부분매개하는 구조모형과 스트 스

와 생활만족의 계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

개하는 구조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스트 스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해 

갖는 부정  향력을 자아탄력성이 완충하

는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 아동의 스트 스 

경험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부정  향

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탄력성에도 부정  

향을 주지만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가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  향력을 

완충시키는 데 유용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

다. 즉 스트 스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학

교 응과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아탄력성에 완충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한 선행연구들

을 보면 역기능  상황에 있는 아동의 자아

탄력성이 높은 경우 응을 잘 하며

(Cie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스트 스와 신체화 증

상을 재하는 효과가 있다(이상옥, 2005). 자

아탄력성은 신체  학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외상후 스트 스 증상 수 을 부분

으로 완화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으며(한경은, 

2005), 정서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며 스트 스의 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유은애, 2008). 아동의 응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부 응을 감소시키고 궁극 으로 아동의 건

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즉 자신에 

한 높은 자기효능감과 인 계에서 경험

하는 정 인 지지  계, 부정  감정에 

한 인내력과 상황에 맞게 정서를 효율 으

로 조 할 수 있는 통제력과 자발성을 특징

으로 하는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의 부정  

향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응과 삶에 한 만족감을 

갖게 도와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험요

소의 직  향력을 떨어뜨리는 보호요소

로서 험요인들과 응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므로 스트 스 하에 놓여 있는 아

동의 응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 해주는 

요한 처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 주 등(2008)은 자아탄력성이 인지 , 

정서 , 행동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응에 

련된 성격자원의 구성개념으로 매우 요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신체 , 인

지  변화 때문에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어 

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는 학교생활 응에 꼭 필요한 개인의 성격자

원으로 자아탄력성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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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주소 과 이양희(2007)는 탄력성

과 자아탄력성이 다른 개념이며 자아탄력성

은 실질 인 불행에 노출되는 것을 제하지 

않은 개인의 성격특성인 반면 탄력성은 험

에 한 노출을 제로 하며(Masten, 2001), 

개인이 지닌 속성이기보다 삶의 인 사

건에 해 극복하는 상호작용 이고 역동

인 과정임(Schoon, 2006)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탄력성의 개념은 평범한 사람들

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보통의 응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1999),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

진 특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고 험 

환경, 스트 스 상황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

휘될 수 있는 보편 인 응기제로서

(Masten, 2001) 학습할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는 행동, 생각, 행 와 련된다(Wicks, 

2005). 결국 개인은 성격  자원으로서 자아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아탄력성

이 스트 스 상황에서 처하는 방식으로서 

상호작용 이며 역동 인 과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하게 한다. 향

후 자아탄력성과 성격요인과의 련성이 탐

색될 필요가 있으며 스트 스 처방식과의 

련성에 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자아탄력성에 한 보다 심층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이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살

펴보면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가운데 부정

 감정의 인내, 통제력, 정  지지 계, 자

발성이 유의한 향을 미치며 스트 스는 가

족스트 스만이 유의한 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O'Connell-Higgins(1983)는 자아탄력 인 

아동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동

이고 새로운 근을 하는 활력성과 삶의 

의미에서 정 인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인 

감정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김민

정(2005)은 감정  탄력성이 담임교사와의 

계, 교우 계, 학습활동, 규칙 수, 학교환경

지각 등에 주요 요인이 되어 아동의 부 응

에 향을 미치며 활동 이고 새로운 근을 

하는 아동의 활력성은 내면화와 외 화에 

요한 련 변수라고 하 다. 한 어떠한 상

황에서도 정 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감정

 탄력성은 아동의 내면화와 외 화 문제행

동을 감소시킨다(Klohen, 1996). 그러나 김유

진과 김 희(2009)는 감정  탄력성과 활력성

이 일상생활스트 스의 하 요인을 통해서 

부 응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역할이 

미미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자아탄력성 요인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나고 있어 아직도 심층 인 자아탄력성 연

구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 요소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

탄력성 하 요소가 동일하지는 않아 직  비

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하 역과 문항

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부정  감정에 한 

인내는 감정  탄력성과 유사하며 자발성 요

소는 활력성과 상당 부분 유사한 개념을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감정에 한 인내가 학교 응과 생활

만족에 유의한 향을 보 고 자발성 요소가 

학교 응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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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이는 감정  탄력성과 활력성이 아동

의 응과 부 응에 향을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반 한다. 그러

나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는 인지  신념을 반 하는 자기효능감 요소

는 의미있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정  지지

계와 통제력, 부정  감정의 인내와 같은 

요소들이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는 자아탄력성의 인지  요소보다는 정서  

요소와 행동  요소가 학교 응과 삶에 한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

나 자아탄력성 척도가 다양한데다가 척도마

다 하 요인과 문항이 다르고, 학자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 개

념 통합을 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되며 합

의된 개념도출에 따른 타당화된 한국형 자아

탄력성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트 스와 자아탄력성, 아동의 

학교 응과 생활만족의 계를 통합 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서 일반 아동을 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직

으로 아동의 학교 응과 생활만족에 미치

는 향과 매개변인으로써의 효과를 탐색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를 통해 자

아탄력성은 스트 스가 아동의 학교 응과 

삶에 한 만족감에 미치는 향을 완충해 

으로써 원만한 응을 조력할 수 있는 보

호기제로 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탄력성에 한 연구들은 환경의 험요소

가 동일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으며

(Garmezy & Rutter, 1985; Rutter, 1990; 

Werner & Smith, 1992), 험요소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기제들을 만들기 한 

사회, 환경  개입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

고 있다(Garmezy & Rutter, 1985; Rutter, 

1990; Wilkes, 2002).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보호기제로서의 자아탄력성의 효과는 다양한 

스트 스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 사회

 개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은 개발가능한 요소로서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므로 이를 증진시키는 개입이 

가능하다. 심화되는 스트 스로 인해 아동의 

삶에 한 만족감이 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방안에 

한 탐색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한 로그

램의 개발과 보 이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련 기

에서는 이러한 로그램들을 제공해 으로

써 아동의 학교 응과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 내  자

원으로서의 성격  특질과 어려움에 한 역

동  처방식의 측면에서 근이 가능하므

로 이러한 측면을 반 한 근이 유용할 것

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교

육  훈련과 로그램의 심층 인 개발이 요

구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측

면에서 감정  인내와 자발성, 통제력 측면에 

을 둔 심층  탐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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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tress and Ego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Kyung-Hee Lim

Sunch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ss and ego resilience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339 4th-6th grade children in Chungnam and 

Daejoen.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o verify the model of this stud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were correlated 

with stress and ego resilience significantly. Second, the model of this study fit well. Third, Ego 

resili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nd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nd it moderated the effects of stress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suggestions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of childre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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