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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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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연구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였으며 D시에 있는 초등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
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의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사
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사
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중재가 필요하다.

주제어 : 학령기, 아동,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behavior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12 selected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Data were gathered from May 12 to 23,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As a result,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their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positive stress-coping behaviors. As for influential predictors for positive 
stress-coping behavior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The findings of the study 
ascertained that the children's positive stress-coping behaviors were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aim at boosting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to affect the reduction of children's stress is required, and related intervention is also necessary.

Key Words : School-aged, Childre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coping behaviors.

Received 22 Septembert 2016, Revised  1 Novem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Jin-Sook Han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Email:jshan@konyang.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4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417-42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는 심리 , 신체 으로 성장 발달을 하는 기

가 되는 요한 단계이며, 많은 심리  갈등과 응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므로, 스트 스에 의해 부정

인 향을 받기 쉽다[1].

등학교 아동을 상으로 스트 스를 탐색한 련 

연구들은 종래는 부분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근래는 격한 사

회변화와 학업 성취에 한 높은 기 감 때문에 정상

이고 건강한 아동들마  매일 스트 스에 상황에 직면하

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특히 등학교 고학년의 후기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이되는 요한 시기로서 심리  는 정서 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스트 스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인식

되고 있다[2,3].

이러한 스트 스가 되었을 경우, 복합 인 상승효

과를 나타내어 개인의 안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 스 상황에서 한 처행동을 통해 스트 스를 

감소시키거나 해소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부 응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트 스에 한 선행 연구에서 같은 

수 의 스트 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 스의 부

정  향을 게 받으며, 스트 스로 인한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개인에 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스트 스의 

향력이 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 진다고 보고[4,5]되

고 있다. 이는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는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향을 미칠 것

인가를 평가하는 과정에 의해 발생한 개인차로서 한 

처행동이 정 인 응을 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6].

사회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  자신이 심 받는 

상이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의사소

통 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지지는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지로 개인이 환경에 한 응력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주며 일상 스트 스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

는 스트 스는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한 사회  지

지는 한 처 행동을 조장하기도 함으로써 스트 스

의 부정 인 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6].

사회  지지가 타인이 개인에게 주는 정 인 자원

이라면, 개인이 스스로에게 주는 정  자원은 자기효

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Bandura[7]는 자기효능감을 개

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보았으며 사람들이 

성공 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를 하는 한 특정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당면한 문제와 특정하게 

련된 자기효능감이 처행동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

고 보았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문제 상황이나 스트 스 상

황에서 스트 스를 더 게 지각하고 하게 처하는

데 많은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며, 스트

스 처행동과도 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스트 스 상황에서 

스트 스를 덜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극 으로 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 스 처행동 정도를 확인하고,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 스 처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한 간호 재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령기 아동의 사회 지지, 자기효

능감이 스트 스 처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지각한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 스 

처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2. 아동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 자기효능

감과 스트 스 처행동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아동의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 스 처행

동 정도와의 계를 확인한다.

4. 아동의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스트 스 

처행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 스 처행동의 정도를 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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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스트 스 처행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있는 1개 등학교 5,6학년을 상으

로 하 으며 정신과 인 문제나 만성질환이 없는 학생으

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연구 상으로 하 다.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  5%, 검정력 90%로 하여 270

명으로 산출되었다.(G -Power 로그램)

이러한 표본크기를 근거로 하여 체 상자 320명을 

표본으로 하 으며 이  부 당한 자료를 제외한 312명

을 연구의 상으로 하 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지지

아동의 사회 지지 지각을 측정하기 해서 Han[8]이 

개발한 사회 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세 개 하 요인별로 8문

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척도로 5  척도이며 수가 높을

수록 지지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의 체 신뢰도  Cronbach’s α=.95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해 Han[9]이 사용한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세 하

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를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도구는 Likert식 척도로 4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의 체 신뢰도 Cronbach’s α=.88이었다.

2.3.3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일상  생활 스트 스에 한 처행동을 측

정하기 해 Min과 Yoo[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처행동은 5개의 하 요인 극  처행동 7문항, 

소극  처행동 8문항, 공격  처행동 10문항, 회피  

처행동 11문항, 사회지지 추구  처행동 4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극  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  처행동

을 정 인 처행동, 소극 /회피  처행동과 공격

 처행동을 부정 인 처행동으로 보았다. 각 문항

은 5  Likert식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정  처행

동 신뢰도 Cronbach’s α=.87, 부정  처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85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5월 12일에서 5월 23일까지 

D시에 있는 1개 등학교를 임의표출하여 수집하 다.

설문조사 내용에 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 담임

교사의 동의와 조를 얻었으며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수집하 다. 연구 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내용, 개인 비  보장  연구 이외의 목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 스 

처행동 정도는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 자기효

능감과 스트 스 처행동 차이는 t-test,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상자의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 스 

처행동과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 다.

5) 상자의 스트 스 처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는 총 312명으로 남자, 여자가 각각 156명(50%)

이었다.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4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417-425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Sex
Male 156 50

Female 156 50

Birth order

1 109 34.9

2 140 44.9

above 3 25 8.0

alone 38 12.2

Education

  Father Below meddle school 10 3.2

High school 74 23.7

University 169 54.2

Graduate school 59 18.9

  Mother Below meddle school 6 1.9

High school 78 25.0

University 185 59.3

Graduate school 43 13.8

Occupation

  Father

Agriculture 3 1.1

Public servant 122 39.1

Service industry 79 25.3

Technical post 85 27.2

Professional 18 5.7

Unemployed 5 1.6

Standard of living

Good 112 35.9

Average 195 62.5

Poor 5 1.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Variables M ± SD Range Min Max

Social support 3.82±0.74 1∼5 1.2 5.0

  Family support 4.16±0.95 1∼5 1.0 5.0

  Friend support 3.61±0.91 1∼5 1.0 5.0

  Teacher support 3.67±0.82 1∼5 1.6 5.0

Self-efficacy 2.83±0.43 1∼4 1.6 4.0

Stress-coping behavior

  Positive 2.04±0.74 1∼5 1.0 5.0

  Negative 1.81±0.51 1∼5 1.0 3.5

<Table 2> Degree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behavior                   (N=312)

출생순 는 둘째가 140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셋

째 이상이 25명(8.0%)으로 가장 었다.

학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 어 보았으며 아버

지 학력에서는 학 졸업이 169명(54.2%)으로 가장 많았

고 학교 이하가 10명(3.2%)로 가장 었다.

어머니 학력에서도 학 졸업이 185명(59.3%)로 가장 

많았고 학교 이하가 6명(1.9%)로 가장 었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공무원이 122명(39.1%)로 가장 많

았고 기능직 85명(27.2%), 서비스업 79명(25.3%)이 부

분이었다.

생활수 은 좋음이 112명(35.9%), 보통이 195명(62.5%), 

어려움이 5명(1.6%)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정도

아동이 지각한 총 사회 지지 정도는 5  만   평

균 3.82를 나타내었다. 사회 지지의 하  척도를 가족지

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나 어 분석해보았으며, 이  

가족지지(평균:4.16)가 가장 많은 정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 정도는 4  만  평균 2.83을 나타내었다.

스트 스 처행동은 5  만   정  스트 스 

처행동( 극 , 사회지지 추구  처행동)이 평균 2.04

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스트 스 처행동(소극 , 

공격 , 회피  처행동)은 평균 1.81 을 나타내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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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coping 

behavior(positive)

M(SD) t/F(p) M(SD) t/F(p) M(SD) t/F(p)

Sex

  Male 3.65(0.78) -3.95(<.001) 2.85(0.43) 0.46(0.644) 2.03(0.76) -0.33(0.739)

  Female 3.98(0.66) 2.82(0.43) 2.06(0.72)

Birth order

  1 3.76(0.74) 0.30(0.823) 2.79(0.41) 1.35(0.258) 2.02(0.76) 0.23(0.876)

  2 3.85(0.78) 2.89(0.45) 2.05(0.77)

  above 3 3.85(0.63) 2.79(0.32) 2.16(0.76)

  alone 3.82(0.66) 2.80(0.43) 2.01(0.57)

Education

  Father

   Below meddle school 3.92(0.95) 0.72(0.542) 2.89(0.58) 0.11(0.956) 2.27(1.18) 0.95(0.418)

   High school 3.74(0.72) 2.84(0.44) 2.01(0.61)

   University 3.86(0.78) 2.85(0.44) 2.01(0.74)

   Graduate school 3.93(0.64) 2.88(0.32) 2.18(0.86)

 Mother

   Below meddle school 3.24(0.51) 1.36(0.255) 2.69(0.37) 0.33(0.802) 1.88(0.18) 0.66(0.580)

   High school 3.90(0.74) 2.86(0.43) 2.06(0.73)

   University 3.88(0.75) 2.86(0.43) 2.03(0.75)

   Graduate school 3.80(0.67) 2.89(0.34) 2.21(0.84)

Occupation

  Father

   Agriculture 2.67(1.28) 2.68(<0.022) 2.59(0.30) 0.30(0.912) 1.76(0.66) 0.67(0.648)

   Public servant 3.91(0.74) 2.85(0.45) 2.07(0.75)

   Service industry 3.89(0.59) 2.83(0.39) 2.03(0.71)

   Technical post 3.81(0.77) 2.85(0.43) 2.11(0.78)

   Professional 3.74(0.68) 2.90(0.20) 1.96(0.80)

   Unemployed 3.17(0.88) 2.79(0.52) 1.52(0.18)

Standard of living

  Good 4.04(0.79) 9.27(<.001) 2.97(0.42) 9.33(<.001) 2.14(0.87) 1.70(0.191)

  Average 3.70(0.66) 2.76(0.41) 2.02(0.66)

  Poor 3.13(1.08) 2.58(0.52) 1.78(0.41)

<Table 3>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12)

Variabl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coping behavior(positive)

r(p)

Social support 1

Self-efficacy .546(<.001) 1

Stress-coping

behavior (positive)
.334(<.001) .283(<.001) 1

<Table 4> The Subj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behavior                                                                                          (N=31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정  스트 스 처행동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 정도의 차이는 성

별 (t=-3.95, p<.001), 아버지 직업 (F=2.68, p=.022), 생활

수 (F=9.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생활

수  (F=9.3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

활수  높음(평균:2.97), 간(평균:2.76), 낮음(평균:2.58)

의 순으로 자기 효능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정  

스트 스 처행동 정도의 차이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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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   F

Stress-coping behavior(positive)
Social support .251   3.826*** .124 20.559***

Self-efficacy .14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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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behavior (positive)

3.4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행동 

간의 상관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정  스

트 스 처행동간의 상 계에서는 사회  지지는 자

기효능감(r=.546, p<.001), 정  스트 스 처행동

(r=.334, p<.001)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도 정  스트 스 처행동<r=.283, p<.001)

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3.5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대처행

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이 정  스트

스 처행동에 미치는 향에서는 사회 지지(β=.251, 

p<.001), 자기효능감 (β=.146, p<.05)이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었고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두 변인에 

의한 체 설명력은 12.4% 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지각한 사회 지지, 자

기효능감, 스트 스 처행동의 정도와 그 계를 알아

보고,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정  스트 스 처

행동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 지지 정

도는 5  만   평균 3.82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등학생을 상으로 한 Jung[11], Jeon과 Kim[12], 

Kim[13]의 연구에서 사회 지지 수가 3.0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사회  지지란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

보와 물질  원조 등 사회  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응에 요한 역할을 한다. 따

라서 학교에서는 교사  간호 재자는 아동들이 친구들

과 좋은 교우 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사가 학

생들을 지지해  수 있는 학  분 기를 조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동의 의견

을 존 해주고,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지각할 

수 있게 하여 스트 스에 잘 처하며 건강하게 생활해 

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평균 이상의 사회  지지를 지각하고 

있음은 건강한 발달과 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정도는 4  만

  평균 2.83 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Jung[11], Kim[13]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수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andura[14]는 자기효능감을 아동이 자신의 효능성에 

한 기 를 어떻게 하느냐 는 자신의 효능성을 어  떻

게 보느냐에 한 인식의 결과로 보았으며, 개인 내 인 

특성들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스트 스 처 략의 심

리  자원에 해당된다고 하 다[15].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해서는 

자기효능감이 매우 요한 요인이므로[16,17]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교과 과정이나 재량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이 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스트 스 처행동은 5  만   정  

스트 스 처행동( 극 , 사회지지 추구  처행동)

이 평균 2.04 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스트 스 처행

동(소극 , 공격 , 회피  처행동)은 평균 1.81 을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  스트 스 처행동의 평균

이 부정  스트 스 처행동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Kim[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스트 스에 직면했을 때 극  처행동이나 사회지

지 추구  처행동처럼 정 인 스트 스 처행동으

로 처를 하면 신체  심리 으로 안정되어 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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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지만 부 하게 처를 하면 혼란이 생겨 문

제행동을 유발하며 Park[18]은 소극 , 회피 , 처행동

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감정을 통제하거나 스트 스의 

원인을 회피하기 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고립

된 활동이나 스트 스에 한 부정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피, 과잉 통제함으로써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

이 일으킨다고 하 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건

강한 발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스트 스 상황에서 정

 스트 스 처방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들의 확인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정  

스트 스 처행동 정도의 차이는 사회 지지에서 성별, 

아버지 직업, 생활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사

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12]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이와 같이 사회  지지의 남녀 차이는 같은 학령기 아

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환경에 한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공무원, 자 업, 기술직의 순으로 더 많은 사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했으며, 이는 안정 인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의 아동들이 더 많은 사회

지지를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수 에서는 생활수

이 높다고 지각한 아동들이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

고 있었으며 이는 Je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생활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생활수 이 높다고 지각한 아동들이 자기효능감

을 많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Je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생활수

은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  스트 스 처행동에서는 모든 일반  특성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의 모든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Hwang[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정  

스트 스 처행동간의 상 계에서는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r=.546, p<.001), 정  스트 스 처행동

(r=.334, p<.001)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Jeong[20], Kim[21], Kim[13], Je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사회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을 높

게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아동이 정 인 스트 스 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 도와  것이라 생각하고 

정 인 스트 스 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22,23].

어려서부터 부모나 교사로부터 기 감과 자신감 등 

사회 지지를 받고 자란 아동은 스트 스를 회피하지 않

고 스트 스에 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

고 그래서 사회 지지는 스트 스에 항하는 힘을 길러

다고 볼 수 있다[13].

한 개인 내 인 특성들  하나인 자기효능감을 높

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 인 사회 지지를 많이 지각

한다고 하 다[24].

자기효능감 수 에 따른 스트 스 처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25]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극  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  처행동

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Park[2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정 인 스트

스 처행동과 정  상 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 즉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을수록 극  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은 

정  스트 스 처행동에 유의한 향을 주는 측요

인이며, 정  스트 스 처행동을 12.4%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13], You[27]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 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아동의 건강하고 효율

인 스트 스 처행동을 증진시켜 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이 지각한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

은 아동의 정  스트 스 처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므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해서는 사

회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 

 학교 로그램의 개발과 증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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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정  스트 스 처

행동을 증진시키기 한 간호 재개발을 한 기 자료

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인 아동 312명

을 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 스 처행동 정도  이들 변수간의 상 계를 

확인하고 스트 스 처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등학생의 사회  지지는 5  만 에 평균 

3.82 이었고 자기효능감은 4  만 에 평균 2.83 을 나

타내었다. 스트 스 처행동은 5  만    스트

스 처행동이 평균 2.04 을, 부정  스트 스 처행

동은 평균 1.81 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과 정  스트 스 처행동 정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 지지에서는 성별, 아버

지 직업, 생활수 에서, 자기효능감에서는 생활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 정  스

트 스 처행동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 지지는 

자기효능감(r=.546, p<.001), 정  스트 스 처행동

(r=.334, p<.001)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학령기 아동의 정  스트 스 처행동에 향을 미치

는 측요인으로는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었고 체 설명력은 12.4% 다. 이러한 결

과를 토 로 아동의 정  스트 스 처행동에 사회

지지, 자기효능감이 많은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아동의 사회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포함한 간호 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학령기 아동의 사

회 지지와 자기효능감 향상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

하여 아동의 스트 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것

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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