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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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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업스트레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우기 위한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소재 Y초등학교 24명의 아동을 각각 훈련집단과 통제집단에

12명씩 임의 배정하여, 매회 40분씩 주 2회, 6주간에 걸쳐 총 12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후와 종료 4주 후에 학업스트레스 질문지와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질문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먼저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 조사지를 제

작하여 초등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상황을 조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어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여

학업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또한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위기청

소년을 위해 개발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사용된 기존의 프로그램들

을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형태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은

첫째, 아동들이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경험하는 성적, 수업과 공부 및 과제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고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 중 소극적-회피적 대처와 도움추구적 대처는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대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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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과학기술이 급속하

게 발달됨에 따라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가

치관과 행동양식이 요구된다. 현대인들은 이

러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

다. 스트레스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Brenner(1984)에 따르면 출생에서 사춘기에 이

르기까지 아동들은 무수한 긴장, 즉 여러 가

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스트레스 종류

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도 효과적

이지 않다. Elkind(1975)는 아동기의 과도한 스

트레스가 우울, 불안, 긴장 등을 유발시켜 아

동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들 중 학업

수행의 저하, 불면증, 성문제, 약물남용, 과도

한 불안, 신경증, 낙담 및 우울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신경증이나 우울장애, 성격장애, 정

신분열증적 장애, 자살시도 등과도 관련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

레스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아

동발달백서, 2001).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년간(2005～2008년) 강박장애 진료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층 환자는

2005년 1,824명에서 2008년 2,878명으로 58%

늘어나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10

대 청소년층 강박장애 환자가 크게 늘어난 데

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경향신문, 2009. 8. 27). 이와 같이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문제 또는 학업과 관

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김정호,

이경숙, 2000; 박중기, 1998). 또한 매년 치러

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하여 초

등학교에서도 학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늘어나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

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하였

으며(EBS뉴스, 2009. 10.16), 중학생보다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더 심하

다는 결과를 볼 때(박은영, 1995) 초등학교 고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숙해감에 따

라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지만 문제를 해결

할 때 감정표현이나 회피, 무시 등 감정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감정적, 공격적 대

처행동과 방어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이고 비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는 등 미숙

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손무경,

2004; 이정언, 2003).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의 교

류관계에서 내적, 외적 요구를 조절하고, 스트

레스를 줄이거나 참아내는 인지적, 행동적인

노력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학습

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과 적절한 대처방법

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지만 자신이

획득한 대처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급박

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위기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음 단

계로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적, 신체적 부적응 및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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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권현주, 2007). 그동안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는 적은 실정이며, 이 또한 중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시도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

러나 최근 학습기대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 추세이다.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면 학업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인지행동 프

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강민정, 2008), 학업스

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에 미

치는 영향(권현주, 2007), 현실요법 집단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김주연,

2006),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초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신현심,

2005),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

과(우현주, 2003),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

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김성옥, 2003)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지행동

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에서는 체험적

으로 학업스트레스라는 감정을 바르게 인식하

고 수용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인지적으로

학업스트레스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적으로 조

절하는 훈련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서적 부적응은 부정적 감정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태도에

서 비롯된다고 볼 때,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

여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한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

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역기능적 오류에는 무

엇이 있고 아동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교정하

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김다아미, 2001; 박유정, 1993; 오지

윤, 1999; 임경희, 1998)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인에게 적용되

었던 이차원적 대처행동과는 다르게 다차원

적으로 구분된다(민하영, 1999; 신은영, 1998;

Ayers, 1991; Band & Weisz, 1998). 이러한 측면

에서 기존의 성인에게 적용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연구들은 방법론적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간

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수로서 대처행동에 관

한 연구(박경순, 1999; 박진아, 2001; 정승문,

2007; 정원주, 1997)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으나 학업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구체적인 학업

스트레스 유발상황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인지

적 오류를 찾아내어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아

동 자신이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스스로 인

지치료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을 중심으

로 체험적 방법을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인식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후, 인지행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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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밝히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가.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

램에 참여한 훈련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

업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고 그

효과가 4주후까지 지속되는가?

나.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

램에 참여한 훈련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

업스트레스 대처방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변화

되고 그 효과가 4주후까지 지속되는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재직 중인 경상남도 소

재 Y초등학교 5학년의 2개 반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자가 운영하는 1개 학급을 훈련집

단, 나머지 1개 학급을 통제집단으로 임의 배

정하였다. 통제집단과 훈련집단은 각각 남학

생 5명, 여학생 7명으로 총 24명(남 10명, 여

14명)이었고 평균나이는 10.72세(SD=.46)이었

다. 연구대상자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소

규모의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고 단독주택과

빌라 그리고 반지하가 밀집해 있으며 경제적

으로 지위가 낮다. 인근에 PC방이나 오락실

등은 많으나 소규모의 놀이터도 거의 없어서

운동장 이외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놀만한

장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대부

분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한 학급 내에 기초

수급대상자의 자녀가 평균 2명 정도 있고 편

부, 편모, 조손 가정의 학생들도 여럿 된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속

에서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받지 못하는 학생

들이 많고 학업성취 수준이 낮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며 산만한 행동을 보이며 욕설이

잦은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연구도구

가. 학업스트레스 유발 상황 조사지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 유발상

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지치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양식(김지혜, 임기영, 1999)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은 양식으로 조사지를 만

들어 사용하였다. 이 조사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학원, 가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경험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일시,

학업스트레스 상황과 그로 인해 드는 생각과

감정, 행동 및 결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작

성하였다. 경상남도 소재 Y초등학교 4학년 42

명, 5학년 35명, 6학년 43명 총 120명을 대상

으로 3주일 동안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학업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스트레스 검사

는 Compas, Davis, Forsythe 및 Wagner(1987),

Johnson과 Siegel(1978), Sarason과 Lewis(1984), 원

호택과 김순화(1985), 최해림(1984)의 연구결과

를 기초로 하여 오미향(1993)이 제작한 학업스

트레스 척도 75문항, 조붕환(2006)이 개발한

생활스트레스 척도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

인 15문항을 참고하여 초등학생 4～6학년 아

동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총 28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학업 스트

레스 검사 28개 문항을 460명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무성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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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학업스트레스 상황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타난 결과

․누가?

․어떻게 해서

학업스트레스

를 받게 되었

다.

․학업스트레스

를 받기 직전

이나 학업스

트레스를 받

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

나요?

․학업스트레스

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학업스트레스

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학업스트레스

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일

또는 결과가

나타났나요?

(예시) 공부시간

에 뒤에 앉은 친

구가 자꾸 내 걸

상을 발로 툭툭

차서 공부에 집

중이 안 된다.

아, 걸상을 자꾸

발로 차서 선생

님 설명에 집중

을 할 수가 없

잖아. 짜증나.

정말 짜증난다.

열 받는다.

야, 좀 차지마.

선생님 설명에

집중이 되지 않

잖아?

선생님께 둘 다

혼이 났다.

표 1.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 조사지 내용

응답한 26명의 자료를 제외한 4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스트레스검사 문항을 최종선정하

기 위해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부하량,

왜도와 첨도, 내적 합치도 등을 고려하여 21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1문항에

대해 Maximum likelihood, Direct Oblimin을 적용

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은 성적관련 스트레스,

요인 2는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요인 3

은 과제관련 스트레스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학업스트레스의 전체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성

적관련 스트레스 39.99%, 수업과 공부관련 스

트레스 8.16%, 과제관련 스트레스 7.14%, 전체

55.29%이었고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8, .89, .70이었고 전체 21문항의 내적 합치도

는 .93이었다.

다.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질문지는 조붕환(2006)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질문지와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

조사지를 통해 도출한 대처행동을 참고로 하

여 초등학생 4～6학년 아동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총 30문항, 5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30개

문항을 46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26명의 자

료를 제외한 4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스

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문항을 최종선정하기

위해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부하량, 왜

도와 첨도, 내적 합치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29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한 29문항에

대해 Maximum likelihood, Direct Oblimin을 적용

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은 적극적 대처방식, 요

인 2는 소극적-회피적 대처방식, 요인 3은 도

움추구적 대처방식 요인이었고 각각의 설명변

량은 19.49%, 16.49%, 6.19%로 전체 42.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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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개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4, .85,

.76이었고, 전체 29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

었다. 적극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지각하

도록 하는 대상, 상황, 사건에 영향을 주려하

거나 수정을 가하려는 노력이며, 소극적-회피

적 대처방식은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는 달

리 울음이나 말로 표현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도움추구적 대처방식은 자신의 힘으로 지각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다.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구성

과 실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두고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 초등학생들

이 학업스트레스 감정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고, (2) 구체적인 학업스트레스 유발상

황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찾아

내어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아동 자신이 수정

할 수 있도록 하고, (3) 학업스트레스 유발상

황에서 초등학생들이 나타내는 인지적 오류에

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지 알아보고, (4) 인지치료에

서 강조하는 내담자의 인지치료자 되기에 초

점을 두고 초등학생을 인지치료자로 변화시키

는데 필요한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대처훈

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인

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표 2).

첫째, Beck의 인지이론을 근거로 하여 국가

청소년 위원회(2005)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인지행동 집단 프로그램과 학업스트레

스 조절을 위해 적용된 기존의 프로그램들(강

민정, 2008; 권현주, 2007)을 초등학생에게 적

합하게 수정하였다. 특히 기존의 프로그램에

서는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을 고려하지 않거

나 일반적인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을 적용하

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

스 유발 상황조사지를 실시하여 학업스트레스

유발 경험이 많은 대표적인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 인지적 오류가 생기는 지

를 밝혀서 이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참여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 및

생각들을 자각하여 표현하고 이에 대해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잡단상담 형태이며 진행자

와의 라포 형성과 집단 간 상호작용을 위해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특히 1-2회기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며, 3-4회

기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체험적으로 알아차

리고 상황, 기분, 생각을 구분하도록 구성하였

다. 5-8회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 학업스트레

스 유발 과정을 이해하고 자동적 사고와 인지

적 오류를 확인하고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9-10회기에서

는 나-전달법, 자기 주장적 표현활동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역할극을 통해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11-12회기에

서는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인지오류를

확인하고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 활동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면역, 예방하는 측면에 초점

을 두었다.

셋째, 각 회기마다 준비활동, 주 활동, 마무

리 활동의 3단계로 구성하였고 준비활동에서

는 이전 회기를 상기시켜 재학습하고 이전 회

기에서 제시한 과제를 확인하여 의견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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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명 구체적 목표 활동내용

1회기

나를 소개해요.

프로그램 소개하고

친밀감 형성하며

동기유발하기

1. 프로그램 목적, 구성, 운영방법 소개

2. 회기별 구성과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3. 자기소개 및 집단의 이름과 규칙정하기

4. 느낌 나누기와 소감적기

5. 과제: 학업스트레스일지 적어오기

2회기

학업스트레스,

바르게 알고 이해해요

학업스트레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업스트레스 상황,

생각, 감정, 결과 알기

1. 공부의 필요성 및 목적 알기

2.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 생각, 감정, 행동, 결과 알아보기

3. 나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와 표현방법 알아보기

4. 느낌 나누기와 소감적기

5. 과제: 학업스트레스일지 적어오기

3회기

학업스트레스를

알아차려요.

모의장면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알아차리는 방법

설명하기

1. 모의장면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장면에 몰입하기

2. 학업스트레스 알아차리는 방법 설명; 신체적 현상, 생각, 언어,

행동, 감정에 집중

3. 학업스트레스 장면, 기분, 생각 구별

4. 과제: 학업스트레스 알아차리는 연습 및 기록

4회기

스트레스 받아요.

STOP! 외치기

학업스트레스

유발과정과 자동적

사고 알기 및 자동적

사고가 일어날 때

STOP! 외치기

1. 인지적 측면에서 학업스트레스 유발과정 설명

2. 자동적 사고에 대하여 설명: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3. 자동적 사고가 일어날 때 STOP! 외치기

4. 과제: 학업스트레스 알아차리고 스톱을 외치는 연습해보고 기록

해오기

5회기

찾자! 학업

스트레스를(Ⅰ)

인지적 오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내용 알기

1. 꼬인 생각(인지적 왜곡)의 개념 설명하기

2. 인지적 왜곡의 내용 알아보기: 직업의 예로 설명하기

3. 과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꼬인 생각을 찾아보고 기록해오기

6회기

찾자! 학업

스트레스를(Ⅱ)

인지적 오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내용알기

1. 꼬인 생각(인지적 왜곡)의 개념 설명하기

2. 인지적 왜곡의 내용 알아보기: 직업의 예로 설명하기

3. 과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꼬인 생각을 찾아보고 기록해오기

7회기

풀자! 학업

스트레스를(Ⅰ)

인지적 오류의

수정 방법 알기

1. 증거 찾기와 이름붙이기 방법을 예를 통해 설명하기

2. 꼬인 생각 푸는 방법 이해하는 활동하기

3. 게임을 통해 익히기

4. 실제상황 제시하여 연습해보기

5. 과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꼬인 생각을 푸는 연습을 해보고

기록해오기

8회기

풀자! 학업

스트레스를(Ⅱ)

인지적 오류의

수정 방법 알기

1. 다르게 설명하기,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서 방법 설명하기

2. 꼬인 생각 푸는 방법 이해하는 활동하기

3. 게임을 통해 익히기

4. 실제 상황을 제시하여 연습해보기

5. 과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꼬인 생각을 푸 는 연습을 해보고

기록해오기(계속)

표 2.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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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명 구체적 목표 활동내용

9회기

제대로 대처하자!

학업스트레스(Ⅰ)

주장적, 공격적,

소극적 행동 알기

1. 학업스트레스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알아보기

-예화자료를 통해 다양한 표현 방식 알아보기

2. 주장적, 공격적, 소극적 행동 구분하기

3. 주장적 행동으로 표현하기

4. 과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자기주장훈련 일지 기록해오기

10회기

제대로 대처하자!

학업스트레스(Ⅱ)

나 전달법 알기

1. 학업스트레스 모의 상황제시: 책을 읽고 있는데 짝이 옆 친구와

큰소리로 이야기한다.

2. 솔직하게 말하기 연습하기

3. 나의 느낌 솔직하게 말하기

4. 과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나를 중심으로 말하기 연습해오기

11회기

학업스트레스

예방주사를 맞아요.

인지적 상상력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예방 접종 훈련

1. 학업스트레스 장면 제시: 학원선생님께서 어려운 수학문제를 다

풀 때까지 보내주시지 않는다.

2. 학업스트레스 예방 접종 훈련하기

3. 과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학업스트레스 예방접종 연습해오기

12회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업스트레스 경험담

발표하고 실천의지

다지기

배운 것을 정리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기

나의 학업스트레스 대처 수준 검사

소감문 작성하기

표 2.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구성 (계속)

는 시간을 가진 다음, 각 회기 내용을 다루고,

마무리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

하게 소개한 다음, 각 회기에서 다룬 내용을

과제로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훈련집

단과 통제집단의 아동들에게 학업스트레스 유

발상황 질문지, 학업스트레스 수준 검사지, 학

업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지를 실시하고 훈련

집단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총 12회기의 인지

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을 집

단상담 형태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 금요일 방과 후에 연구자의 교실에서 실

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자가 진행

자 역할을 하여 6주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

그램을 종결한 직후에 사후검사, 종결 4주 후

에 지속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구성하여 사용한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학업스트레스 수준 검사지, 학업스트

레스 대처방식 검사지 점수를 SPSS 윈도우즈

용 프로그램과 Kwakstat(곽호완, 1993)을 이용

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측정치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종속측정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사후, 지속 검사를 실시하여

2(집단: 훈련집단, 통제집단)×(3)검사시기(검사

사기: 사전, 사후, 지속검사)의 2요인 혼합설계

를 통해 분석하고, Tukey의 HSD방법으로 사후

비교 하였다. 여기서 집단은 피험자 간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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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집단(n=12) 통제집단(n=12)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학업스트레스 32.08(16.33) 15.17(6.94) 13.42(7.17) 37.92(12.99) 30.58(16.72) 31.33(17.42)

성적관련 16.58(8.27) 8.25(3.41) 7.25(3.49) 19.67(6.61) 17.33(9.24) 14.92(8.32)

수업과 공부관련 12.75(7.93) 5.67(3.73) 5.00(3.28) 14.58(6.56) 10.92(6.91) 13.25(8.30)

과제관련 2.75(2.77) 1.25(1.42) 1.17(1.47) 3.67(2.35) 2.33(2.02) 3.17(2.37)

표 3. 학업스트레스 총점과 하위요인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고 검사 시기는 피험자 내 또는 반복 측정

변인이다.

연구 결과

학업스트레스 감소 효과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

램을 실시한 훈련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검사시기별 학업스트레스 총점과 하위

요인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 변량분

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 총점은 집단

(F(1, 22)=6.96, p<.05)과 검사시기(F(2, 44)=

20.83, p<.001)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F(2,

44)=4.15,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하위요인점수 중 성적관련 스트레스 점수

의 경우 집단(F(1, 22)=7.55, p<.05)과 검사시기

(F(2, 44)=15.75, p<.0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하

였으나 상호작용효과(F(2, 44)=2.87, ns)는 유의

미하지 않았고.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점

수의 경우 집단(F(1, 22)=4.68, p<.05)과 검사시

기(F(2, 44)=17.35, p<.001)의 주효과 및 상호작

용효과(F(2, 44)=5.34, p<.01) 모두 유의미하였

으며 과제관련 스트레스 점수의 경우 검사시

기(F(2, 44)=4.31, p<.05)의 주효과는 유의미하

였으나 집단(F(1, 22)=4.26, ns)과 상호작용효과

(F(2, 44)=0.68, ns)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검사시기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검

토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

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 총점은 사전검사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22)=0.94, ns), 사후검사(F(1, 22)=

8.70, p<.01)와 지속검사(F(1, 22)= 11.71, p<

.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위요인 점수 중 성적관련 스트레스

점수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22)= 1.02, ns), 사

후검사(F(1, 22)=10.19, p<.01)와 지속검사(F(1,

22)=8.67, p<.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

레스 점수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22)=0.38,

ns), 사후검사(F(1, 22)=5.37, p< .05)와 지속검

사(F(1, 22)=10.25, p<.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관련 스트레

스 점수의 경우 사전검사(F(1, 22)=0.77, ns)와

사후검사(F(1, 22)=2.32, ns)에서는 두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 28 -

Source SS df MS F

학업

스트레스

집단(A) 3068.06 1 3068.06 6.96*

S/A 9702.78 22 441.04

시기(B) 2453.25 2 1226.63 20.83
***

A×B 488.19 2 244.10 4.15
*

BS/A 2591.22 44 58.89

성적관련

스트레스

집단(A) 786.72 1 786.72 7.55*

S/A 2293.28 22 104.24

시기(B) 647.58 2 323.79 15.75***

A×B 118.03 2 59.01 2.87

BS/A 904.39 44 20.55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집단(A) 470.22 1 470.22 4.68
*

S/A 2209.72 22 100.44

시기(B) 401.69 2 200.85 17.35***

A×B 123.69 2 61.85 5.34**

BS/A 509.28 44 11.57

과제관련

스트레스

집단(A) 32.00 1 32.00 4.26

S/A 165.11 22 7.51

시기(B) 25.86 2 12.93 4.31*

A×B 4.08 2 2.04 0.68

BS/A 132.06 44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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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학업스트레스 총점과 하위요인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속검사(F(1, 22)=6.19, p<.02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5에 의하면 통제집단의 경우 검사

시기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훈련집단의 경우 검사시기에 따라 학업스

트레스 총점 및 성적관련 스트레스와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의 두 가지 하위요인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훈련집단의 검

사시기 간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Tukey의 HSD로 사후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훈련집단의 학업스트레스

총점 및 성적관련 스트레스와 수업과 공부관

련 스트레스의 두 가지 하위요인점수 모두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사전검사와 지속검사 점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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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 df MS F

학업

스트레스

집단@사전검사 204.17 1 204.17 0.94

S/A 4787.83 22 217.63

집단@사후검사 1426.04 1 1426.04 8.70**

S/A 3604.58 22 163.84

집단@지속검사 2109.38 1 2109.38 11.71**

S/A 3961.58 22 180.07

측정시기@훈련집단 2692.39 2 1346.19 27.28***

S/A 1085.61 22 49.34

측정시기@통제집단 390.72 2 195.36 2.87

S/A 1497.28 22 68.06

성적관련

스트레스

집단@사전검사 57.04 1 57.04 1.02

S/A 1233.58 22 56.07

집단@사후검사 495.04 1 495.04 10.19**

S/A 1068.92 22 48.59

집단@지속검사 352.67 1 352.67 8.67**

S/A 895.17 22 40.69

측정시기@훈련집단 630.22 2 315.11 18.45***

S/A 375.78 22 17.08

측정시기@통제집단 135.39 2 67.69 2.82

S/A 528.61 22 24.03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집단@사전검사 20.17 1 20.17 0.38

S/A 1165.17 22 52.96

집단@사후검사 165.38 1 165.38 5.37
*

S/A 677.58 22 30.80

집단@지속검사 408.38 1 408.38 10.25**

S/A 876.25 22 39.83

측정시기@훈련집단 442.72 2 221.36 18.64***

S/A 261.28 22 11.88

측정시기@통제집단 82.67 2 41.33 3.67

S/A 248.00 22 11.27

과제관련

스트레스

집단@사전검사 5.04 1 5.04 0.77

S/A 144.92 22 6.59

집단@사후검사 7.04 1 7.04 2.32

S/A 66.92 22 3.04

집단@지속검사 24.00 1 24.00 6.19
*

S/A 85.33 22 3.88

측정시기@훈련집단 19.06 2 9.53 3.81

S/A 54.94 22 2.50

측정시기@통제집단 10.89 2 5.44 1.55

S/A 77.11 22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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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학업스트레스 총점과 하위요인점수의 단순주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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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별 학업스트레스 사전-사후-지속검사의 점수 변화

측정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HSD

학업스트레스

사전검사(M=32.08) - 16.91* 18.66*

7.26사후검사(M=15.17) - 1.75

지속검사(M=13.42) -

성적관련

스트레스

사전검사(M=16.58) - 8.33* 9.33*

사후검사(M=8.25) - 1.00 8.06

지속검사(M=7.25) -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사전검사(M=12.75) - 7.08* 7.75*

사후검사(M=5.67) - 0.67 3.56

지속검사(M=5.00) -

* p<.05

표 6. 훈련집단 측정시기의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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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Source SS df MS F

적극적

집단(A) 43.56 1 43.56 0.48

S/A 1984.22 22 90.19

시기(B) 132.19 2 66.10 2.49

A×B 160.86 2 80.43 3.03

BS/A 1169.61 44 26.58

소극적-회피적

집단(A) 1568.00 1 1568.00 11.27**

S/A 3059.78 22 139.08

시기(B) 702.53 2 351.26 10.41
***

A×B 595.08 2 297.54 8.82
***

BS/A 1484.39 44 33.74

도움추구적

집단(A) 28.13 1 28.13 0.73

S/A 847.53 22 38.52

시기(B) 83.44 2 41.72 10.87
***

A×B 56.33 2 28.17 7.34
**

BS/A 168.89 44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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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별 점수의 변량분석

훈련집단(n=12) 통제집단(n=12)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적극적 17.67(6.44) 15.92(9.03) 22.08(5.81) 18.67(5.67) 16.00(6.62) 16.33(7.35)

소극적-회피적 19.08(12.00) 7.75(5.46) 5.83(4.49) 20.83(7.69) 18.33(10.05) 21.50(7.69)

도움추구적 5.17(4.69) 6.09(3.80) 9.67(4.44) 5.25(3.82) 6.00(3.54) 5.92(3.03)

표 7.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도 또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사후검사와 지속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변화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훈련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검사시기별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

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훈련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시기별 학업스

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별 점수를 변량분석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 적극

적 대처방식 점수는 집단(F(1, 22)=0.48, n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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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Source SS df MS F

소극적-회피적

집단@사전검사 18.38 1 18.38 0.18

S/A 2232.58 22 101.48

집단@사후검사 672.04 1 672.04 10.28**

S/A 1438.92 22 65.41

집단@지속검사 1472.67 1 1472.67 37.13***

S/A 872.67 22 39.67

측정시기@훈련집단 1230.72 2 615.36 17.08
***

S/A 792.61 22 36.03

측정시기@통제집단 66.89 2 33.44 1.06

S/A 691.78 22 31.44

도움추구적

집단@사전검사 0.04 1 0.04 0.00

S/A 401.92 22 18.27

집단@사후검사 0.04 1 0.04 0.00

S/A 296.92 22 13.50

집단@지속검사 84.38 1 84.38 5.84

S/A 317.58 22 14.44

측정시기@훈련집단 135.72 2 67.86 12.84***

S/A 116.28 22 5.29

측정시기@통제집단 4.06 2 2.03 0.85

S/A 52.61 22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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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별 점수의 단순주효과 검증

검사시기(F(2, 44)=2.49, ns)의 주효과 및 상호

작용효과(F(2, 44)=3.03, n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극적-회피적 대처방식

점수는 집단(F(1, 22)=11.27, p<.01)과 검사시기

(F(2, 44)=10.41, p<.001)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F(2, 44)=8.8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또한 도움추구적 대처방식 점수는

집단(F(1, 22)=0.73, ns)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검사시기(F(2, 44)=10.87,

p<.001)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F(2, 44)=

7.34,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집단과 검사시기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검

토하기 위해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

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소극

적-회피적 대처방식 점수는 사전검사에서는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F(1, 28)=0.18, ns), 사후검사(F(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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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별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사전-사후-지속검사의 점수 변화

측정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지속검사 HSD

소극적-회피적

사전검사(M=19.08) - 11.33
*

13.25
*

6.20사후검사(M=7.75) - 1.92

지속검사(M=5.83) -

도움추구적

사전검사(M=5.17) - 0.92 4.5
*

사후검사(M=6.09) - 3.58* 2.37

지속검사(M=9.67) -

* p<.05

표 10. 훈련집단 측정시기의 사후검증

10.28, p<.001)와 지속검사(F(1, 22)= 37.13, p<

.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도움추구적 대처방식 점수는 사전검

사(F(1, 28)=0.00, ns), 사후검사(F(1, 22)=0.00,

ns)에서 훈련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속검사(F(1, 22)=5.84, p<

.02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표 9에 의하면 통제집단의 경우 검사

시기에 따른 소극적-회피적 대처방식과 도움

추구적 대처방식 점수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훈련집단의 경우 검사시

기에 따라 소극적-회피적 대처방식과 도움추

구적 대처방식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훈련집단의 검사시기 간의 주효과를 구체적

으로 비교하기 위해 Tukey의 HSD로 사후검증

하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훈련집

단의 소극적-회피적 대처방식 점수는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및 지속검사 점수에서 모두 유

의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도움추구적 대처

방식 점수는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와 지속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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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점수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먼저, 초등학생들에게 흔히 일어

나는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을 알기 위하여

학업스트레스 유발 상황 조사지를 제작하여 3

주간 실시하여 수집하여 아동이 가정이나 학

교, 학원에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 유발 상

황과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감정(기분), 부

정적인 결과를 조사하여 흔히 겪게 되는 역기

능적인 인지오류를 수정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인지 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

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학업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와 학업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소재 Y초등학교 5학년의 2개 반을 연구대상자

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운영하는 1개 학급을

훈련집단에 우선 배치하였고 나머지 1개 학급

을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였다. 인지행동적 학

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초

등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체험적으로 인식

하고 수용하며 둘째, 구체적인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찾아내어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아동 자신이

수정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학업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주로 나타내는

인지적 오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지 알아보는 데

에 있다. 넷째,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

스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경험을 할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학업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있다. 본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

성되어 있으며 1회기 진행시간은 약 40분이다.

각 회기마다 준비활동, 주활동, 마무리 활동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비활동에서는 전

시학습 상기와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 주 활

동에서는 목표 도달을 위한 활동, 마무리활동

에서는 느낌 나누기 및 과제제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3, 4회기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경

험적 체험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감정을 알아

차리는 방법을 알고 학업스트레스 조절의 필

요성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고,

9-10회기에서는 나-전달법, 자기 주장적 표현

활동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역

할극을 통해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며,

11-12회기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인지오류를 확인하고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

활동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면역, 예방하는 측

면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각각의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

그램은 학업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학업스트

레스 총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지속적

이었다.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

그램에 참여한 훈련집단의 학업스트레스 총점

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4주후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성적관련스트

레스,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과제 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지속적

이었다.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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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참여한 훈련집단의 성적관련 스트레스,

수업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

소하였고 4주후까지 지속되었으나 과제관련스

트레스 점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속검

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점은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김성옥(2003)의 인지-행동적 학업스트

레스 대처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권현

주(2007)의 학업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

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강민정

(2008)의 학업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

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 일

치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

그램은 학업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 학

업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인 적극적 대처

방식 점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그리고 지

속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

로그램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적용한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

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다소 한

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수집된 학업스트레스유발상황 조

사지의 대처행동을 분석해본 결과 학업스트레

스 유발 장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스트레

스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수정을 가하지 않고 주로 회피

하거나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울음이나

말로 표현하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처를

하여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변화에는 다소 한

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인 소극적-회피적

대처방식 점수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4주후

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인지행동적 학업스트

레스 대처 프로그램은 소극적-회피적 대처방

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효

과가 지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인 도움추구적 대

처방식 점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속검

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점은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은 도움추구적 대처방식을 증가

시키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인지적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고 수정하는 연습을 통

해 스스로 인지치료자가 되어 학업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의 목적에 부합된다. 즉 인지 행동적 학업스

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

류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적 오류를 수

정하여 합리적 생각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결

과적으로 학업스트레스 장면에서 범할 수 있

는 논리적 잘못을 줄여서 학업스트레스 장면

을 보다 긍정적이고 다양하게 지각할 수 있게

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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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장면을 프로

그램을 통해 끌어내어 직접적으로 다루어줌으

로써 학교, 가정, 학원에서의 적용에 많은 중

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즉

초등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 학원에서 경험

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이것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조사하여 자주 경험하

는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를 각 프로그램에 구

성함으로써 아동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학업

스트레스 장면에 맞추어 구성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둘째, 학업스트레스 유발 장면에

대해 여러 가지 인지행동적 기법을 적용하여

부정적인 인지적 오류를 개선시켜 아동의 학

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학업스트레스 대처능

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자신의 부정적 인지적 오류를 바

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혀서 자신의 인

지적 오류를 찾아내어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구성은 아동의 학업스

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학업스트레

스 대처 능력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셋째,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지침서와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

는 워크북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

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표집이 경상남도의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 1곳만

을 대상으로 하여 무선추출방법이 엄정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사례 수(훈련집단 N=12, 통

제집단 N=12)가 부족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 둘째, 학업스트레스는 남녀 성별에 다른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성별

비율을 균등하게 분류하지 못함으로서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변화를 명확하게 분석하

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셋째, 프로그

램을 실시한 교사가 학급담임이기 때문에 프

로그램 활동시간 외에는 심리적 거리를 두었

으나 잠재적으로 끼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통제집단 학급의 담임 또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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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Academic Stress Coping Training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Coping Strategy

So-ra Kim Sang-Hwang Hong

Yangji Elementary School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gnitive-behavioral academic stress coping training for

redu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improvement the ability to handle

academically stressful situation with effective way, to examine its effects. For this, we assigned students of

Y elementary school in Gyeongnam Province to two groups at random. From a group of 12 each, one

group became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the control group. And the program was applied

twice a week to the experimental group who had totally six 40 minutes sessions of the research own

making. Moreover, students evaluat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via questionnaire regarding to academic

stress and strategy for it. From 120 students of Y elementary school in Gyeongnam province for 3weeks,

the study gathered data through the questionnaire for academic stressful situation to know this which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often experience. From this, the results are reflected in the program. Also

cognitive behavioral group counselling program for teenagers in crisis and existing programs used to adjust

academic stress was redeveloped as available form fo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o compose the

cognitive-behavioral Academic stress coping training. In short,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In

the study, first, It was showed that cognitive-behavioral academic stress coping training decreased stress

which can be caused in situation causing academic stress with a school record, lesson, study and task.

Second, The cognitive-behavioral academic stress coping training showed the effect to improve coping

strategy for academic stress. In detail, a passive-aversive coping strategy and a helpful coping strategy of

coping strategy was enhanced meaningfully but the effect getting to an active coping strategy was

limited.

Key words : Cognitive-Behavioral academic stress coping training, academic stress, academic stress coping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