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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34, 5
th

and 6
th

grade students (275 boys

and 259 girls) from the Pusa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correlated negatively with exam anxiety, and positively with school adjustment.

Therefore the more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children felt that they had, the lower the levels

of exam anxiety they experience, and the higher their levels of school adjustment.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exam anxiety was higher than that of social support and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was similar to that of social support.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시험불안(exam anxiety), 학교적

응(school adjustment).

Ⅰ.서 론

얼마 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 초․

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되었다. 시험선

택권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 교

육감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성적에 대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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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상당수 초등학생들마저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아시아경

제, 2010.7.13). 서울시내 초교 106개, 중학교 76

개, 고교 74개교 중 주말 또는 쉬는 토요일에 보

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이뤄지는 학교가 고교 36%,

중학교 37%, 초교 8%나 됐고, 방과 후 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으로 교체된 학교도 중학교 54%,

초교 17%로 집계되었다(연합뉴스, 2010.6.22).

또 시험을 앞두고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이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내 1,264개 초․중․고교의 32%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0건의 수업 파행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가 81건으로 전체 적

발 건수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다(서울경

제, 2010.7.9).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가 학교교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지대하며, 학업성취의 '절박한' 비중

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불안을 야기하기에 충

분한 요인이 되고 있다(박병기․임신일․김어

진, 2008). 앞의 자료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최

근에는 중․고등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과

중한 학업 스트레스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영향

을 미치는 추세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

험'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전영석, 1997). 이러한 자료들은 스트레

스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아동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학

업성적 및 시험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 공부에 대

한 압박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크므로 이를

중재할 만한 개입전략과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생활이

시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시험불안이 연구

의 주제로서 충실히 다루어져야 그 현상의 이해

와 극복방안의 마련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시험불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

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인 반응을 말한다. 단순히 개인의 내

적인 특성 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외적인 환경

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하며 계속해서 영향을 받

게 되기 때문에(조수철, 1991), 그 중재전략을 마

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변인과 외적변인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시험의 맥락은 그

시기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

는 불안과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

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박병기 외, 2008),

이주현과 이순묵(2000)의 연구에서도 시험준비

와 시험도중에 다르게 작동하는 묵시지의 기제

를 다룬 바 있다. 시험준비와 시험도중에 정보처

리의 기제가 다르다면 이는 두 상황에서 발생하

는 시험불안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아동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김향숙,

2006; 신은영, 1998; 심희옥, 1995; 한미현, 1996)

은 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

으나, 인간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 또

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은지, 2002). 모든 사람이 긴장 상황에서 정신

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룩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수현과 최해림(2007)의 연구에서 시험

불안에 대해서는 개인 내적변인인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같은 외적변

인의 영향력에 비해 높았고, 학교적응에 대해서

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같은 외적변인이 자

아탄력성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력이 조

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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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아직까지 초등학

생의 시험불안을 적응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한 Block과

Block(1980)에 따르면, 자아 탄력적인 아동은 비

탄력적인 아동에 비해 더 안정적인 성격과 낮은

불안수준을 보이며, 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

로 자기 수용적일 뿐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탄

력적인 아동은 높은 창조성과 새로움을 추구하

는 경향을 보이고, 또래관계에서도 적절하고 공

감적인 정서표현 능력을 보이며, 인지적으로도

더 유능하고 영리하였다. 이들은 또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다양한 문제해결 책략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또는 문제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능력을 보였다(이은

미․박인전, 2002).

많은 연구들(Compas, 1987; Cowen, Wyman,

Work, & Parker, 1990; Garmezy, 1993)이 자아탄

력적인 아동들의 특징으로 학업에 있어 지적 성

취도가 높고,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이

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

은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시험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때 신체화 증

상을 적게 경험하였다(김교헌․권선중․심미영,

2005). 또 자아탄력성이 높은 시설보호아동은 자

아탄력성이 낮은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사회적 적

응을 더 잘 하였다(현은민․박혜영, 2005). 이러

한 결과들은 자아탄력성이 아동이 갖는 긍정적

인 적응 변인으로써 학업생활에서 오는 스트레

스와 시험불안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건강한

적응을 돕는 중요한 개인내적 자원임을 보여주

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은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 사회, 그리고 또

래 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어 많은 적응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때때

로 부적응을 느낄 수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자아탄력성과 같은 아동 자신의 개인내

적인 특성 뿐 아니라 아동의 주변 환경과도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아동은 성인과 달리 여

러 형태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극복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성인의 도움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는데(Compas, 1987),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스트레스 중재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강성희․이재연, 1992; 김향숙,

2006; 심희옥, 1995; 한미현, 1996; Dubow &

Ullman, 1989; Shermis & Webb, 1999). 사회적

지지는 좌절을 극복케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

화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백경애, 1997). 예컨대, 현은민과 박

혜영(2005)의 연구에서 장기간 시설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의 경우 심리적․물리적 환경에 불만

족하더라도 부모나 친구 또는 교사가 규칙적으

로 방문하여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도움을 제공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완화되어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학교생활 적응문제나 시험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환경내의

중요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많은 심리학적 연구

들(Kabasa, Maddi, & Kahn, 1982; Kessler,

Price, & Wortman, 1985)이 스트레스 자체와 적

응 간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으며 오히려 개인

의 적응력은 사회적 환경변인이나 개인의 성격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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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illings & Moos, 1981). 선행연구들로 비

추어 볼 때 아동의 시험불안과 학교생활적응에

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험불안

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과 관련

된 하나의 변인과의 단선적인 관계만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대상도 주로 중․고등학생

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시험불안과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야

를 가지고 아동 개인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연령을 낮추

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탄

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 및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는 시험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는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

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및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이었다. 총 60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50부를 수거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극단치를 나

타낸 16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

제 분석에 활용된 조사 대상은 534명으로, 성

별, 학년별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학 년
성 별

전체
남 여

5학년

6학년

98

177

113

146

211

323

전 체 275 259 534

2.측정도구

1)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주소영과 이양희(2007)가 제작한 검

사로,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아니다(1)”의 5

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가 탄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총 30문항

으로, 자기효능감(8문항), 부정적 감정의 인내(8

문항), 긍정적 지지관계(4문항), 통제력(6문항),

자발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양호한 수준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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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안한 것이었

다. 이 척도의 점수는 “정말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 24문항으로,

친구지지(8문항), 가족지지(8문항), 교사지지(8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전체 신뢰

도(Cronbach's α)는 .93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

타냈다.

3)시험불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불안 측정도구는 박

병기․임신일과 김어진(2008)이 제작한 검사로,

이 척도의 점수는 “확실히 그렇다(6)에서 확실히

아니다(1)”의 6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총 47문항으로, 맥락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24문

항)과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23

문항)으로 나뉘어 측정되는데, 각각 인지적 반응

(염려, 혼란), 정의적 반응(소심, 회피), 신체적

반응(생리증상, 행동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7로 양호

한 수준을 나타냈다.

4)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측정도구는 김

아영(2002)이 제작한 검사로, “매우 그렇다(6)에

서 전혀 아니다(1)”의 6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총 20문항으로, 교사관계(5

문항), 교우관계(5문항), 학교수업(5문항), 학교

규칙(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전

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양호한 수준

을 나타냈다.

3.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학교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

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결과분석

1.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학교적

응의 관계

각 변인 간의 관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자아탄

력성과 학교적응 간(r = .72, p < .001),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r = .74, p < .001)에는 유의

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

력성과 사회적 지지 간(r = .61, p < .001)에도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

력성과 시험불안 간(r = -.35, p < .001), 사회적

지지와 시험불안 간(r = -.28, p < .001)의 상관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 간의 상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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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시험준비

불안

시험도중

불안

시험불안

전체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시험준비 불안

시험도중 불안

시험불안 전체

학교적응

- .61***

-

-.38***

-.29***

-

-.31***

-.26***

.90***

-

-.35***

-.28***

.97***

.98***

-

.72***

.74***

-.39***

-.34***

-.37***

-

***p < .001.

<표 2>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학교적응 간의 상관계수 (N = 534)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시험불안 전체

(Constant)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29

-.11

19.71

-5.55***

-2.09*

.130 39.60***

시험준비 불안

(Constant)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33

-.09

21.03

-6.43***

-1.72

.149 46.37***

시험도중 불안

(Constant)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23

-.12

17.43

-4.45***

-2.31*

.102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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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나타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는 높아지고 시험불안은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시험불안을 시험준비 불안과 시험

도중 불안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 간 상관을 살펴

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 패턴이 나타났다.

2.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

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

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시험불안 전체와

시험준비 불안, 시험도중 불안으로 나누어 제시

한 것이다. 먼저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

험불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시험불안 전체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가지며, 자아탄력성(β = -.29, p

< .001)과 사회적 지지(β = -.11, p < .05)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는 개인 내적변인인 자아탄력성

이 개인 외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보다 시험불안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

준비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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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학교적응

(Constant)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43

.48

2.39

13.24***

14.92***

.66 512.19***

***p < .001.

<표 4>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준비 불안에

대해 15%의 설명력을 가지며, 자아탄력성(β =

-.33, p < .001)만 시험준비 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시험준비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도중 불안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자아탄력

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도중 불안에 대해 10%

의 설명력을 가지며, 자아탄력성(β = -.23, p <

.001)과 사회적 지지(β = -.12, p <.05) 모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

적으로는 개인 내적변인인 자아탄력성이 개인

외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보다 시험도중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대해

66%의 설명력을 가지며, 자아탄력성(β = .43, p

< .001)과 사회적 지지(β = .48, p < .001) 두 변

인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는 개인 외적 변인인 사회적 지

지가 개인 내적변인인 자아탄력성 보다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하였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성격자원인 자아탄

력성과 개인 외적 환경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시험불안

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학교적응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어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시험불안은 적고 학교생활 적응

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자아탄력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

도 잘 한다는 고근종(2006)의 연구나 전반적으

로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아동이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아동보다 학교생활 적응수준이 높

다는 방수산(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학교

생활에 만족을 준다는 송영경(2006)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은 적어지고

학교생활 적응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스트레스 상

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므로 사회적 지지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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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낮

추어 주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시험불안

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자

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보다 시험불안을 감소시

키는 데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져 개인 외

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 내적 변인인 자

아탄력성이 극도의 긴장 상태인 시험 상황에서

불안을 낮추는 데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취약하지 않고 외적인 위협에도 효과적

으로 대처한다는 선행연구(고은정, 1997)의 결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탄력

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생활

에도 잘 적응하며 건강한 초등학교 생활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모두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적으로는 개인 외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보다 학교적응에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을

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구자은(2000)

과 박연수(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시

험불안은 낮아지고, 학교적응력은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수현과 최해림(2007)의 연구결과를 초

등학생에까지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요컨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시험불안 감소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중요한 가족이나

또래 및 교사의 물질적 혹은 정서적인 지지를 얻

음으로써 아동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시험

불안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

다. 따라서, 시험불안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자아 기능을 효율적

이고 원활하게 돕거나 주변의 격려, 지원, 공감

적 이해, 인정, 수용 등을 통해 지지를 받도록 개

입하는 것은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을 하자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의 경우 그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인 관

계성을 알아보기 보다는 총점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 개입이 큰 시점에서는 사회적 지

지의 총점을 내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부모, 친구, 교사로 구분하고 각 원천에 따른 영

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초

등학교 3곳에서 표집된 5, 6학년 아동 600명이었

다. 표본으로서 꽤 많은 수이기는 하지만 임의

표집됨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은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자

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져서 각 변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시험불안과 학

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서, 시험불안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이

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

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가정과 학교,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시험불안과 학교 부적응 문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9

- 133 -

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험

불안 및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자아탄력성

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는 시

험불안을 예방하고 아동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응기제임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및 방향성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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